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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면서 합병증 예방을 위한 다양한 중재가 시행되

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강 합병증 예방 및 구강상태 개선을 위한 중재 프

로그램은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

(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 IMB model)에 기반을 둔 

당뇨병노인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복지관의 당뇨병 환

자를 대상으로 중재를 시행하고 구강자기관리 지식, 동기, 자기효능감, 

행위와 구강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일개 노인복지관에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 당뇨

병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조사

하기 위해 무작위 대조군 전후 실험 설계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자는 중

재군(n=20)과 대조군(n=18)로 구분하였다. 중재군에게는 총 8주간 교육

과 전화상담, 집단 토의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된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

을 제공하였고, 대조군에게는 1회의 일반적인 건강상담을 제공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 측정을 위해 지식, 동기, 자기효능감과 행위의 변화, 주

관적 구강건강상태를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객관적인 구강건강

상태는 PI(Plaque Index), GI(Gingival Index), PD(Probing Depth)로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 중재 후 중재군은 대조군에 비해 구

강자기관리 지식(p=.022)과 동기, 자기효능감(p=.008)이 유의하게 높았

다. 동기의 하위요소인 태도변화(p=.046)와 사회적지지(p=.024) 모두 대

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행위변화, 객관적, 주관적인 구강

건강상태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은 노인 당뇨병 환

자의 구강자기관리 지식 증가와 동기 및 자기효능감의 증진에 효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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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강자기관리 행위와 구강건강상태 간에

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이는 중재기간이 행위변화를 유도하기에는 너

무 짧은 것이 원인이었다고 생각되며 추후 중재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

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주요어 :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 노인, 당뇨병,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 구강건강상태

학  번 : 2005-3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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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WHO는 전 세계적으로 2억 2천만 명 이상이 당뇨병 환자로 추정하고, 

어떠한 개입이나 조정이 없다면 이 수치가 2030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OECD/WHO, 2012). 당뇨병은 모든 사망원인

의 약 5%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이 증가하

고 있으며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당뇨병 관리의 목적은 혈당을 정상에 가깝게 유지하여 고혈당과 연관

된 증상을 줄이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다(질병관리본부, 2013). 당뇨

병의 합병증은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의료비 상승 및 삶의 질 저

하와 사망의 주원인이므로(Coffey et al., 2002; Glasgow, Ruggiero, 

Eakin, Dryfoos, & Chobanian, 1997; Katon et al., 2005) 당뇨병 관

리는 합병증의 예방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당뇨병 합병증으로 당뇨신경병증, 당뇨신장병증, 당뇨망막병

증, 대혈관 합병증, 미세혈관 합병증가 알려져 있지만, 구강 문제인 치주

질환은 당뇨병의 제 6의 합병증이라고 할 만큼 당뇨병 환자에게 중요한 

합병증이다(Löe, 1993; Southerland, Taylor, & Offenbacher, 2005). 

치주질환은 당뇨병 환자에게서 일반인에 비해 빠르게 진행하고, 더 심하

게 나타날 뿐 아니라, 당뇨병 환자에게 치주질환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렵다는 당뇨병과 치주질환의 관계가 보고되었다(Grossi, & Genco, 

1998; Taylor, 2001).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영구치 우식과 치

주조직 이상, 설태 및 구취의 정도가 높고, 타액 분비가 감소되는 등 구

강 이상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나희자와 정의정, 

2010; 이경동과 이희경, 2005; 정미희, 권미영과 김윤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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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sen, Bourgeois, Ogawa, Estupinan-Day, & Ndiaye, 2005; 

Ship, 2003). 또한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 구강합병증의 악화뿐 

아니라 구강 내 감염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Salvi, Kandylaki, 

Troendle, Persson, & Lang, 2005) 구강질환 예방에도 혈당 조절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및 임상에서 당뇨병 합병증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 교육 및 

중재가 시행되고 있지만 당뇨병 환자의 85%가 구강 합병증과 관련된 

정보를 받은 적이 없고, 83%가 당뇨병과 구강문제의 관련성을 알지 못

하였다(Sandberg, Sundberg, & Wikblad, 2001). 실제 미국에서 당뇨병

교육을 시행하는 당뇨병교육자들의 93.8%가 교육내용에 구강관련 내용

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고(Yuen et al., 2010) 우리나라의 보건소에서 시

행 중인 구강보건교육 내용에서도 당뇨병 환자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없었다(신승철, 2005).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당뇨병 환자가 구강 이상이 있을 때 담당 주치의

와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으며, 노인당뇨병 교육내용별 중요도를 델파이 

기법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합병증관리와 예방영역의 내용에서 구강과 관

련된 부분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김남희, 2001; 김선희, 2010) 당뇨병 

합병증 관리에서 구강합병증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치과를 방문한 대상자 중 당뇨병 환자와 일반 환자간에 

구강보건교육 이수나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있어 차이가 없어(송호진, 

2013)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구강관리 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구강관련 연구는 구강상태와 지식, 태

도 등 관련 요인과의 상관관계연구(김기은과 한지형, 2009; 나희자와 정

의정, 2011), 구강관리 실태 조사(김남희, 2001; 이경동과 이희경, 

2005; 정미희 외, 2009), 혈당과 구강건강인식도 연구(강희은, 김선주와 

최준선, 2012) 등이 있었고,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당뇨병 환자를 

위한 구강관련 교육을 위한 중재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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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 연구(강남규 외, 2012) 외에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당뇨

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구강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구강관리행위의 변화를 목표로 구강관리 교육과 실

습을 시행하지만(강부월 외, 2010) 행위변화에 대한 이론을 근거로 중재를 

개발한 구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효과적인 행위변화

를 위해 대상자의 지식과 행위에 대한 동기부여, 자기효능감 증진의 개념을 

포함하는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Model : IMB model)은 긍정적 건강행위변화의 예측과 중재틀로 사

용되어왔으며, 운동, 금연, 약물 치료 등의 건강증진 중재에 적용되고 있어

(Fisher, Fisher, & Shuper, 2009) 구강자기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하며 구강관리행위의 변화와 구강상태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당뇨병이 있는 노인이 계속 증가

하고 있으므로(질병관리본부, 2013) 지역사회의 당뇨병이 있는 노인들에

게 구강합병증 예방을 위한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 이행을 높이기 위해

서는, 노인복지관과 같은 지역사회 시설에서 지속적인 구강자기관리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당뇨병 노인에게 적용 

가능한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을 행위변화이론인 IMB 모델에 근거하여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여 지역사회 당뇨병 노인의 구강자기관리 증

진을 위한 간호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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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1)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사회 거주 당뇨병 환자에게 적용 가능

한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개발된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구강자기관리 지식, 동

기, 자기효능감, 행위와 구강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

구강자기관리는 건강 자기관리의 한 부분으로, 자가진단(diagnosis), 

자가처치(self-treatment), 자가예방(prevention)에서부터 일반적, 전문

적인 관리를 찾는 것까지 포함하는 행위이다(Glavind & Nyvad, 1986). 

본 연구의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은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

(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Model : IMB model)에 기

초하여 모델의 구성 요소인 정보, 동기, 행동기술을 바탕으로 행위변화

를 위한 구강자기관리에 대한 교육과 실습, 상담 등으로 구성된 중재 프

로그램이다. 

2)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Model : IMB model)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IMB model)은 Fisher와 Fisher(1992)가 제

안한 모델로 정보(information)와 동기(motivation) 그리고 행동기술

(behavioral skills)이 행위변화를 예측하는데 핵심적인 변인으로 작용한

다고 가정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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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강자기관리 지식(정보)

구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일생 동안 구강건강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구강건강지식이라 하며(강부월 외, 2010), 본 연구

에서 구강자기관리 지식은 대상자가 구강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 

알아야 할 일반적인 구강건강지식 및 당뇨와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정도

를 말한다. 구강보건지식 설문지(황지민, 2006) 및 Yuen 등의 당뇨병 

성인을 대상으로 한 Oral Health Knowledge 도구(Yuen et al., 2009)

를 사용하여 두 개의 도구점수를 합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4) 구강자기관리 동기 

행동변화를 위한 동기는 개인적 동기(personal motivation)와 사회적 

동기(social motivation)로 구분되며,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개

인의 의도와 태도는 개인적 동기에 포함되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사

회적 동기에 포함되는 개념이다(Fisher, Amico, Fisher, & Harman, 

2008). 본 연구에서 구강자기관리 개인적 동기는 개인의 의사결정 의도

와 관련된 태도변화 단계정도(Tillis et al., 2003)로 측정하며, 사회적 

동기는 사회적 지지 도구(Sherbourne & Stewart, 1991)로 측정한 점수

를 사용한다. 

5) 구강자기관리 자기효능감(행동기술)  

행동기술은 정보와 동기를 습득한 개인이 효과적으로 행위변화를 수행

하도록 하는 것(Fisher, Fisher, & Harman, 2003)이며, 행위의 효율적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개인의 지각된 자기효능감의 의미를 포

함한다(Fisher & Fisher, 1992). 본 연구에서 구강자기관리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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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기술)은 Kakudate 등(2007)이 개발한 Self-Efficacy Scale for 

Self-care(SESS)(Kakudate, Morita, Fujisawa, Nagayama, & Kawanami, 

2007)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6) 구강자기관리 행위

구강자기관리 행위는 구강건강 상태 증진을 위한 식습관 관리, 치아 

위생 및 구강 관리 행위를 포함하며(Sandberg et al., 2001), 김지화

(2007)의 구강보건실천, 식생활 행태 도구 문항을 수정하여 측정한 점수

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관리 행위를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7) 구강 상태

본 연구에서 구강상태란 전반적인 구강의 건강상태를 의미하며 입술, 

혀, 타액, 구강점막 등의 구강 부속물을 직접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하는 것과 환자가 표현하는 주관적 불편감을 포함하여 평가한다(김미영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관찰로 측정한 것과 주관적으로 환

자가 응답한 도구의 점수를 의미한다. 

(1) 객관적 구강상태

• PI(Plaque Index) : 치면세균막의 위치와 양을 나타내는 올리어리 치

면세균막지수(O'Leary Plaque Index)(O'Leary, Drake, & Naylor, 

1972)를 통해 치면세균막 존재 여부를 판정하며, 본 연구에서 올리어

리 치면세균막지수로 측정한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구강 위생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 GI(Gingival Index) : 치은의 염증 유무 및 탐침 후 출혈 여부를 통

해 치은조직을 평가한다. Löe & Silness의 치은 지수는 각 치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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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싸고 있는 치은조직을 측정하여 0~3의 범위로 구분하며, 0에 

가까울수록 염증이 없이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Löe, 1967).     

• PD(Probing Depth): 치주질환의 유무와 위치확인 및 심도판단을 위

해 탐침을 시행한다. probe를 사용하여 치주낭 깊이(pocket depth)

를 재는 것으로 치은연(marginal gingiva)에서 치주낭의 기저부까지

의 깊이를 재어 기록한다(박준석과 구영, 2012). 

(2) 주관적 구강상태

• 주관적 구강증상은 김남희 등(김남희, 김현덕, 한동헌, 진보형과 백

대일, 2006)이 개발한 주관적 치주상태, 음식 저작장애, 치통, 온도

민감, 식편압입, 구강건조, 구취, 구강궤양에 대한 8개의 문항에 대

해 대상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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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당뇨병과 구강질환

당뇨병은 인슐린 작용이나 인슐린 분비의 결함 혹은 두 가지 모두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혈당증을 특징으로 하는 대사질환이다. 당뇨

병으로 인한 만성적인 고혈당증은 장기의 손상 및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

다. 고혈당으로 인한 합병증은 당뇨신경병증, 당뇨신장병증, 당뇨망막병

증, 대혈관 합병증, 미세혈관 합병증을 초래하며, 감염에 대한 위험이 높

아지게 된다(ADA, 2010). 

당뇨병의 구강합병증에는 구강건조증, 치은염, 치주질환, 진균감염, 치

아우식증의 심도 및 빈도 증가, 치근단 낭종, 구강 작열감 증후군, 구강 

내 상처 치유의 어려움 등이 포함된다(대한구강내과학회, 2007). 당뇨인

의 구강문제와 관련된 요인으로 잦은 배뇨를 통한 과도한 수분 상실로 

인한 구강 건조(Sandberg & Wikblad, 2003) 및 감염으로 인한 반응, 

조직의 대사 변화, 신경병증, 혈관의 변화, 구강건조를 유발하는 약물 복

용, 타액 내 당 농도 증가, 흡연 등이 있다(Southerland, et al., 2005; 

Tsai, Hayes, & GW, 2002).

건강한 구강은 필수 전해질, 당단백, 항세균성효소 등의 성분을 함유한 

타액이 계속적으로 구강 점막을 매끄럽게 하고 보호한다. 양과 구성상태

가 정상인 타액은 구강세척, 잠재적인 독성물질 제거, 산도 조절, 세균성 

독소와 효소 중화, 미생물 파괴, 그리고 치아와 구강 연조직의 항상성 

유지의 기능을 담당한다(대한구강내과학회, 2007). 그러나 당뇨병 환자

는 고혈당증의 영향으로 세포외액의 고갈 및 타액분비의 감소로 구강건

조증이 생기는 비율이 높고,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타액 내 포도당 

농도가 높다(Jurysta et al., 2009). 또한 혈당조절이 안되는 당뇨병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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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타액의 흐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당화혈색소 수준과 타액 유량은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reebny, Yu, Green, & Valdini, 1992). 

당뇨병이 있는 경우 치은 조직에서의 소혈관 변화로 내피세포의 편평

화, 내강의 협소화 등이 나타났으며, 고혈당으로 인한 호중구의 이차적 

영향으로 탐식작용 저하, 혈관외 유출, 부착능 손상 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aadoun, 1980). 이러한 변화는 치은의 염증 변화를 용이하게 

하며, 치주 농양 및 치주질환과도 관련이 있다(Salvi et al., 2005). 

당뇨병 환자는 치주질환의 가능성이 비당뇨인과 비교했을 때 2~3배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부착상실이 2.8배 이상, 치조골 흡수도가 3.4배 

이상 크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Mealey & Rose, 2008). 

또한 질환의 정도와 심각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hader, 

Dauod, El-Qaderi, Alkafajei, & Batayha, 2006).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것은 치주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로 

알려져 있으며, 치주질환이 혈당조절을 어렵게 한다는 연구는 당뇨병과 

치주질환이 양방향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Taylor, Manz, & 

Borgnakke, 2004). 또한 치주질환은 신장질환이나 심혈관질환 등의 당

뇨병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Rees, 2000). 치주질환과 당뇨

병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 문헌에 의하면 당뇨병은 치주질환의 위

험을 증가시키며 만성 치주질환은 당뇨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고(Lalla, & Papapanou, 2011), 당대사장애, 죽상경화증 등과도 관련이 

있어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Bascones-Martinez 

et al., 2011). 

2형 당뇨병 환자 중 비만 경향이 있는 경우 치주병이 중증으로 진행된

다고 하였으며(Nishimura, Kono, Fujimoto, Iwamoto, & Murayama, 

2000), 조절이 안되거나 고혈당이 지속되는 당뇨병 환자는 치주질환의 

발생이 더욱 심하고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Campus, Salem, Uzzau, 

Baldoni, & Tonolo, 2005; Chavarry, Vettore, Sansone, & Shei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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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Grossi, & Genco, 1998; Taylor, 2001). 

진균감염(Candidiasis)은 구강이 건조하고 위축되면서 균열된 구강점

막을 통해 쉽게 생길 수 있으며, 점막의 궤양, 박리 그리고 세균성, 바이

러스성 기회감염, 통증과 설유두 위축을 보이는 염증성 혀가 동반될 수 

있다(대한구강내과학회, 2007).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이 불량한 경우 

진균감염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avarry et al., 2009).

당뇨병과 치아우식증 및 치아 손실에 대한 연관성은 일관되지 않게 보

고되고 있다(Taylor et al., 2004). 그러나 연령이 높은 성인과 활동성 

치아우식증, 치아 상실간에는 관련이 있었고 이러한 소견은 혈당조절이 

안되는 상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in, Taylor, 

Allen, & Ship, 1999). 

또한 당뇨병 환자의 타액의 변화는 치아우식증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구강건조증으로 인해 구강내 작열감, 의치 부착 불능의 비율이 

높아짐을 보이며(Ben-Aryeh, Serouya, Kanter, Szargel, & Laufer, 

1993; Jawed, Khan, Shahid, & Azhar, 2012), 당뇨병성 신경병증

(diabetic neuropathy)은 구강영역의 신경과 관련된 병적 변화에 의한 

입맛의 변화, 지각 이상과 따끔거림, 마비, 작열감 혹은 통증 같은 구강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Löe, 1993; Mealey, & Rose, 2008; Sandberg 

& Wikblad, 2003).

이와 같이 당뇨병 환자는 치주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구강질환의 위험

이 높기 때문에 혈당관리 뿐 아니라 구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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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강 상태를 증진시키고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당뇨병 환자의 구강건강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구

강자기관리를 위한 중재 요소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뇨병 환자와 당뇨병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구강상태를 조사한 결

과, 당뇨병 환자 중 연령이 많은 경우와 남성, 흡연을 하는 경우 치조골 

손실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Khader et al., 2006; Lalla, 

Park, Papapanou, & Lamster, 2008; Mirza, Khan, Ali, & Chaudhry, 

2007; Sandberg et al., 2001), 당뇨 유병기간이 길수록 치주염의 정도

와 범위가 증가하였다(Sandberg et al., 2001; Taylor, & Borgnakke, 

2008).    

구강교육의 경험이 있고, 정기적인 치과검진을 받으며, 치과에서 관리

를 받은 경험이 있을 때, 그리고 구강건강관련 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당

뇨병 환자의 주관적인 구강상태 점수와 구강관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김남희, 2001; Frandsen, 1985).

구강용품을 사용하는 사람과 치과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노인 대상

자의 치주상태가 양호하였고(정효경과 곽동주, 2012), 심질환 및 대사증

후군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잇몸 출혈, 치주질환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Buhlin, 

Gustafsson, Pockley, Frostegård, & Klinge, 2003).

또한 구강건강은 영양과도 상호의존적 관련성이 있고(Touger-Decker, 

& Mobley, 2003), 영양불량은 구강 감염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Enwonwu, Phillips, & Falkler, 2002), 구강건강상태는 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쳐 혈액 내 주요 영양소에도 영향을 미친다(Walls, Steele, 

Sheiham, Marcenes, & Moynihan, 2000). 따라서 구강건강을 위한 교

육은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 올바른 식습관과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Lee, Park, &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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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한편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우울은 인지기능 및 집

중, 기억하는 능력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관리 중재 시 고

려해야 할 요인이다(Williams, DiMatteo, & Haskard, 2009). 또한 당뇨

병 노인에게 있어 자기관리와 우울은 역상관관계가 있어(최수영, 2012) 

당뇨병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중재 개발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에서는 

외생변수로서 우울의 통제가 필요하며, 노인 대상자의 구강관리에 있어 

인지 장애는 구강자기관리 기능의 방해요인이므로(Wu, Plassman, 

Liang & Wei, 2007) 구강자기관리 중재 연구에서 인지 기능을 고려하

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연령, 흡연여부, 혈당조절 및 구강교육 여부와 식습관 등은 

구강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자기관리 중재를 

적용 시 이러한 요인뿐 아니라 우울과 인지장애정도를 사정하는 것이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3.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중재 방법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실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 대상자에게 적용 

가능한 중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구강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뇨

병 환자의 구강건강을 위해 당뇨병 자기관리 교육에서 포함되어야 할 것

으로 제시된 주제는 구강 내 감염, 치아 손상 및 잇몸 염증 예방을 위한 

칫솔질과 치간위생 유지, 플라그 억제 및 구강 내 질병 예방의 중요성, 

고혈당으로 인한 구강내 감염위험 감소시키기, 정기적 치과 검진으로 질

병 조기 발견하기 등이 있다(김은희, 2011; Dunning, 2009).   

그러나 대상자 개인에 대한 고려 없이 구강 교육만 시행했을 때 그 효

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성인 치주질환 고위험 환자 109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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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9.4분의 구강 위생과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후 효과를 확인한 

연구에서 교육과 PI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6주 후에 PI가 

감소했으나, 24주 후에는 PI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Weinstein, 

Milgrom, Melnick, Beach, & Spadafora, 1989). 구강교육 방식과 과

정,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의 고려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전 개인의 구강상태 및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구강교육과 함께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이 중요

함은 많은 문헌을 통해 알려져 왔다(Gluch-Scranton, 1991). 

부분 틀니를 하는 대상자를 그룹별로 나누어, 개별교육 및 동기부여를 

제공한 그룹과 제공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1년 후 결과를 확인하였

을 때 개별 교육과 동기부여 중재를 시행한 그룹에서 구강건강 습관의 

증진이 나타났다(Rantanen, Siirilä, & Lehvilä, 1980). 또한 구강건강의 

가치 교육 및 긍정적인 의사결정과 자아존중감 세우기 등의 동기 부여 

전략 중재로 구강 자기관리를 받은 학생들은 일반 구강교육을 받은 학생

에 비해 잇몸 건강 증진과 PI의 감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orowitz, Dillenberg, & Rattray, 1987),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동기

강화상담(Motivational Interviewing: MI)을 구강건강교육을 함께 시행

한 후 교육만 시행한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4주와 8주후 PI 개선 및 구

강건강지식의 증가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자기조절 요소의 긍정적 변

화를 보였다(Almomani, Williams, Catley, & Brown, 2009). 

교육과 동기부여 외에 구강자기관리의 불이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별 

단기계획(action plan)을 계획한 중재를 시행한 연구는 대상자의 자기효

능감과 행위변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239명에게 치실

을 제공하고 사용방법을 교육한 후 두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 후 중재군

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치실을 사용할지 계획을 세우게 하였다. 2주 후

와 2개월 후 모두 중재군에서 행위 변화가 있음이 확인되어, 단기계획 

중재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Sniehotta, Soares, & Dombrowski, 

2007). Jönsson 등의 무작위대조군 연구에서도 개인의 구강 상태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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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장기 목표 등을 고려한 개인 맞춤식 구강건강 중재를 시행한 결과, 

1년 후 대조군에 비해 GI와 PI가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Jönsson, 

Öhrn, Oscarson, & Lindberg, 2009). 자기효능감이 구강건강행위 증진

에 중요한 요소임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고(Kneckt, Syrjälä, 

Laukkanen, & Knuuttila, 1999; Persson, Persson, Powell, & Klyak, 

1998), 이는 구강건강을 위한 행동변화를 이끄는 유의한 중재이었다

(Syrjälä, Knuuttila, & Syrjälä, 2001).

그 외에 노인 대상자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된 입체조 중재는 

타액분비량, 최대개구량, 구강기능 향상 및 영양소 섭취 상태를 개선시

킬 수 있는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요양시설 및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시

행한 입체조는 주관적 증상과 구강관련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동열, 2012; 김영재, 최연희, 김지윤과 이희경, 2011; 이영호, 

2009; 조은별, 2009). 이와 같이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 중재뿐 아

니라 여러 방법의 중재를 적용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당뇨병 대상자에게 맞춘 구강자기관리 중재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당뇨병에서 혈당관리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자기관리는 치료의 하나라

고 명시될 만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당뇨병은 점진적이지만, 결

국 합병증이 발생하여 기능적 독립을 박탈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자기관

리 실천을 통해서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여야 하며, 개인의 생활습관 

변화가 가장 우선시 되는 질병중의 하나이다(유형준, 2003). 당뇨병 대

상자의 구강관리 역시 일반적인 당뇨병 자기관리와 마찬가지로 행위 변

화를 유도하여 구강 합병증 예방 및 구강상태 개선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당뇨병 자기관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중재 

방법은 환자 교육이며, 여기에는 지식과 자기관리의 기술, 목표 인지, 유

익성과 장애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회성의 교육은 장기적인 

변화를 유도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행위 변화를 유도하는 포괄적인 중

재 프로그램의 시행은 변화를 지속하는데 적합하다(Day, 2000). 구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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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중재 또한 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구강관리 프로그램에서는 교육 뿐 아니라 비외과적 처

치가 함께 시행되는 경우가 있었다. 치석제거술(scaling)과 치근활택술

(root planing)과 같은 비외과적 처치와 항생제를 처방하여 치료하는 것

은 구강상태 개선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므로(Janket, Wightman, Baird, 

Van Dyke, & Jones, 2005; Simpson, Needleman, Wild, Moles, & 

Mills, 2010), 당뇨병 환자의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에는 반복적인 교육

과 동기부여 중재 뿐 아니라 대상자가 이용가능한 의료서비스 연계도 함

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치주질환이 있는 대상자에게 교육을 비롯하여 심리적 중재 방법

으로 인식의 재구조화, 언어적 강화 등의 중재를 시행한 연구에서 PI의 

개선과 칫솔질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Stewart et al., 1991), 

피드백, 긍정적 강화,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자기 모니터링 등의 방법을 

사용한 중재 연구에서 자기관리 행위와 긍정적 강화는 행위이행의 증가

를 보였다(Weinstein, Tosolin, Ghilardi, & Zanardelli, 1996).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당뇨병이 있는 노인의 구강건

강 증진 중재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지식제공 외에도 동기부여, 실습 

및 피드백 제공을 통한 자기효능감 증진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였다. 따

라서 대상자의 행동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중재는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

는 이론을 바탕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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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동변화 이론을 적용한 구강자기관리 중재

구강관리 행위의 이행을 증진시키는 중재 프로그램들에는 다양한 모델

이나 이론이 적용되었다. Renz 둥(Renz, Ide, Newton, Robinson, & 

Smith, 2007)이 문헌고찰을 시행한 4개의 구강건강교육과 관련된 연구

는 각각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인지행동이론(Cognitive 

behavior theory), 범이론모형(Transtheoretical model), 조작적 고전적 

조건형성(Operant and Classical Conditioning)을 바탕으로 한 중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하여 50-70대 연령의 심한 치주질환자에게 그룹 

세션을 시행한 연구에서는 4개월 후 중재군의 치은 출혈이 감소하였지

만 치주낭 깊이와 부착상실(attachment loss)은 변화가 없었다(Little et 

al., 1997). 성인 치주질환자에게 인지행동이론을 적용하여 행동변화의 

장애요인에 대한 문제 해결, 행동 촉진요소 사용 등의 중재를 시행한 연

구에서 효능감이 칫솔질 행위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보인다고 했으나 다

른 중재에 비해 유의한 효과는 없었다(Stewart et al., 1991). 범이론모

형의 변화단계에 기초하여 구강건강행위를 위한 동기강화를 목적으로 하

는 세션을 제공받은 만성치주질환 중재군은 6개월 후 치실사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tewart, Wolfe, 

Maeder, & Hartz, 1996). 치주질환이 있는 성인에게 제공한 조작적 고

전적 조건형성 중재는 일주일에 두 번 치과에 방문 후 보상과 피드백, 

자기모니터링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였고, 30일 후, 60일 후 효과

를 확인하였을 때 중재 그룹은 치태 지수의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그러

나 대상자 수가 5명으로 검정력이 낮았다(Weinstein et al., 1996).

또한 12세 어린이에게 건강신념모형(Health belief model)을 적용한 

구강건강교육은 6개월 후 구강건강인식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

였고,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사용에 영향을 미쳤다(Solhi, Zadeh, Seraj, 

& Zadeh, 2010). 자기조절이론(Self-regulation theory)과 동기강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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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Motivational interviewing)을 적용한 무작위대조군 실험설계 구강중

재는 1개월 후 PI 지수 측정을 통해 구강상태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고(Godard, Dufour, & Jeanne, 2011), 자기조절 전략으로 

스스로 기준에 따른 행위를 평가하는 행위조절중재를 적용한 연구에서도 

치실의 사용횟수, 치은출혈정도, 치태 정도 등이 1개월 후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Suresh, Jones, Newton, & Asimakopoulou, 2012). 대상자

의 구강관리 행위변화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지식 증가뿐 아니라 행위

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기효능감의 증진이 강조됨을 알 수 있으며, 이러

한 개념을 중심으로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앞서 살

펴본 선행연구의 행동변화 이론들은 대부분 이러한 개념 중 일부만을 포

함하고 있었다. 

구강자기관리와 같은 개인적인 건강 행위의 향상을 위한 중재에 행동변화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이므로 연구자는 많은 건강행위이론 중에서 가

장 적합한 이론을 적용하여 중재를 시행하여야 한다(Hollister, & Anema, 

2004).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Model : IMB model)은 행위변화를 위한 정보제공, 동기화와 기

술요인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모델이며, 개념들을 넓게 적용할 수 있

고 긍정적 건강행위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다(Fisher et al., 

2003). HIV 예방행위 예측을 위해 개발된 건강행위 모델이며, 건강행위 

변화는 대상자가 행위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고 행위 수행을 위해 동기화 

되고(예를 들어 행위나 결과에 대한 긍정적 개인신념과 태도, 그리고 행

위에 대한 사회적 지지),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기술과 다양한 상

황에서 사용가능한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개념화

되었다(Fisher et al., 2009). 특히 잘 교육받고 동기화되는 것은 하고자 

하는 행위에 적합한 필요한 기술을 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선행조건이

다. 이 모델의 구성과 개념의 관련성은 HIV 예방행위 뿐 아니라 금연, 

유방암 자가검진, 당뇨병 자기관리 등의 건강증진 행위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었다(Fisher et al., 2003; Fisher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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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 모델을 바탕으로 한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은 교육과 동기 강화, 

그리고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중재 제공을 통해 구강관리행위의 변화

와 구강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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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기틀 및 가설

1. 이론적 기틀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Figure 1과 같다.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

(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Model: IMB model)은 행

위변화의 선행조건으로 행위변화에 필요한 정보(information), 행위변화

를 유도하는 동기(motivation), 그리고 정보와 동기를 습득한 개인이 행

위변화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동기술(behavioral skills)을 제시한 모델

이다(Fisher & Fisher, 1992).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모델의 구성개념 중 정보는 행위변화에 대해 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이전의 경험들을 의미하며, 동기는 행위변화에 대한 개인의 태도

(attitude)와 신념(belief), 행위변화와 관련된 지각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포함한다. 행동기술은 행위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개인의 객

관적인 행위변화 수행능력과, 행위변화 수행능력에 대한 주관적 신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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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perceived self-efficacy)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Fisher & 

Fisher, 1992; Starace, Massa, Amico, & Fisher, 2006). 

대상자의 행위변화를 위해 모델에서 제시한 세 가지 요인을 적용하여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한다. 

정보(Information) 요인은 구강자기관리 지식(knowledge) 증진을 위

한 강의를 시행하여 제공한다. 동기(Motivation) 요인은 구강자기관리에 

대한 개인의 태도 변화를 위해 전화상담을 통한 동기강화 상담

(Motivational Interviewing: MI)의 중요 요소 적용(행동변화에 따른 이

점과 방해요인에 대한 인지)(Rollnick, Miller & Butler, 2009) 및 사회

적 지지 강화를 위한 그룹 내 토의 및 경험 공유를 시행하여 지지한다. 

행동 기술(Behavioral skills) 요인은 구강자기관리의 행동 기술 이행에 

필요한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하여 치간칫솔, 칫솔 등의 자원제공 및 올

바른 칫솔질 실습, 단기계획 수립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공한다. 

중재 프로그램 참여 후 대상자는 정보 제공을 통해 구강자기관리 관련 

지식이 향상되며, 동기강화 중재 및 지지체계 개선으로 태도 및 사회적 

지지가 증진될 것이다. 또한 구강자기관리를 위한 기술과 필요한 자원 

제공 및 계획 수립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요소가 구강자기

관리 행위의 변화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구강상태가 개선될 것을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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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이론적 기틀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중재군은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군이며, 대조군은 사전조사 후 다른 중

재를 시행하지 않은 군이다.

 

가설 1. 중재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중재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동기 점수가 높을 것이다.

부가설 2-1. 중재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태도 변화 단계가 높을 

것이다.

부가설 2-2. 중재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사회적 지지 점수가 높

을 것이다.

가설 3. 중재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4. 중재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구강자기관리 행위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5. 중재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구강상태가 좋을 것이다. 

부가설 5-1. 중재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객관적 구강 상태가 좋

을 것이다.

부가설 5-2. 중재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주관적 구강 상태가 좋

을 것이다.



- 22 -

Ⅳ. 연구방법

1.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 개발 과정

이 연구에서는 Newman, Steed, & Mulligan(2009)의 자기관리 중재 

개발 방법 중 주요단계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본 연구에 

적용된 주요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인 요구분석과정은 대상자의 요구뿐 아니라 관련된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중재의 목적과 필요성, 대상집단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며, 포커스 그룹과 같은 질적 연구자료와 체계적인 문헌고찰 등을 

이용한다.  

두 번째 단계는 중재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실증된 이론에 기반한 중재를 개발하기 위해 이론 선정 시 변화가 필요

한 행위와 유사한 행위 중재에 사용된 이론을 적용하고, 대상집단에 적

용 가능성이 높은 이론을 고려한다. 

세 번째 단계는 중재 개발과정에 이론을 적용하는 단계이며 선정한 이

론을 중재 구성요소로 사용하고, 이때 변화 촉진을 위한 전략을 고려하

여 중재의 형태와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 핵심 중재 설계 후 중재 구체화를 위한 모델링 과정이

다. 행위 변화의 중요한 기전 및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탐색 과정이며, 예비 조사를 통해 중재의 횟수, 시

간, 제공 방법 등을 확인하여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는 과정이다. 

여섯 번째 단계는 공식적인 평가 과정으로 이전 단계의 모든 정보를 

통합하는 단계이며 설계, 대상자 모집, 결과 변수 확인 및 과정 평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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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단계는 장기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 임상에서 장기적

인 효과가 나타나야 완전한 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는 요구분석, 이론 선

정과 중재의 적용, 중재 구체화의 네 단계를 적용하였다.  

1) 요구분석

문헌 조사를 통해 중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확인하고, 

노인 복지관 담당 간호사 및 노인 당뇨병 대상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과 관련된 요구를 확인하였다.

심층면담은 2013년 11월 15일 서울 소재 1개 복지관에서 담당 간호

사의 협조를 얻어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인 노인 6명과 시행하였다. 시행 

전 시간과 장소를 전화로 약속한 후 3명씩 2회에 걸쳐 복지관 내 카페

에서 1시간씩 진행하였다. 면담 및 내용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준비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요청하였다. 

주된 내용은 구강관련 문제의 인식 정도, 구강자기관리의 필요성 인식 

여부, 구강자기관리 관련 정보 습득 경로 및 유용성, 구강관리교육 경험 

여부와 도움 정도, 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방법 등이었다. 

대상자 중 5명이 의치를 착용 중이었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구강 문제가 있다고 답하였다. 입마름과 입냄새, 의치로 인한 통증 등을 

호소하였다. 당뇨병과 구강합병증에 대해 교육받은 적은 없으나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답하였고, 구강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치아와 잇몸 건강

에 필요함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구강 관리에 대한 정보는 대개 

주변 친구나 가족,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얻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치과

나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에게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얻고자 노력한 적은 

없다고 하였다. 실제 3명이 복지관 및 보건소에서 구강관리 교육을 받은 

적이 있지만 강의식 교육으로 접하였고, 듣고 잊어버려 내용은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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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난다고 답하였다. 함께 시행했던 입 운동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았으

나 꾸준히 하는 것이 귀찮아 잘 안하고 있다고 하였고, 누군가 확인해 

주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하였다. 구강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원인으로 귀찮음, 어려움, 불편함, 잊어버림 등의 답이 있었다.   

구강자기관리 중재 교육에 포함되기 원하는 내용으로 올바른 칫솔질, 

의치 관리방법, 잇몸에 좋은 음식이나 운동방법 등을 알고 싶다고 하였

고, 어떤 칫솔이 좋은 것인지, 실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

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비슷한 대상자끼리 함께 교육받길 원하였고, 요

일을 정하여 주 1-2회, 1시간 정도로 복지관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면담 내용은 중재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에 반영하였고, 대상자

와의 개별 상담시 적용하였다.  

2) 이론의 선정

중재 개발 과정 중 두 번째 단계이며,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행위변화

에 필요한 정보(information), 행위변화를 유도하는 동기(motivation), 

그리고 행위변화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동기술(behavioral skills)을 제

시한 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모델(Fisher, & Fisher, 

1992)을 근거로 하였다. 

대상자의 행위변화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지식 뿐 아니라 행위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기효능감의 증진이 강조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을 

포함한 중재는 행동변화에 효과적일 것이다. 행동변화 이론 중 IMB 모

델은 이러한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이론이다. 

IMB 모델은 1992년 HIV의 예방적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유용

한 모델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건강행위 변화와 관련하여 넓은 범위에서 

적용되는 이론이다(Fisher, Fisher, & Shuper, 2009). 금연, 식이조절 

등의 건강증진 행위변화에도 적용되고 있으며(Fisher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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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 et al.,  2009), 당뇨병 대상자에게도 당뇨병 자기관리(Gao, 

Wang, Zhu, & Yu, 2013; Osborn, & Egede, 2010), 식이와 운동

(Osborn, Amico, Fisher, Egede, & Fisher, 2010) 등의 행위 변화와 

관련하여 활용되고 있다. 

3) 이론을 중재에 적용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행위 변화를 위해 IMB 모델에서 제시

한 세 가지 요소를 중재에 적용하였다.  

정보(Information) 요소는 강의를 통해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정보 이해 능력, 경험, 지식 향상을 돕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동기(Motivation) 요소는 개인의 태도변화를 위해 동기강화상담

(Motivational Interviewing, MI) 기술의 상담(질문하기, 경청하기, 정보

제공하기) 및 행동변화의 이점과 방해요인 제시의 전략을 포함한다. 이

는 대상자의 양가감정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며, 내적 동기들이 표면화

되어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자신의 불확실성을 직면하도록 하는 동

기강화상담의 핵심전략이다(Rollnick et al., 2009). 또한 대상자 그룹 

토의 및 활용 가능한 자원 제시를 통한 사회적 지지를 이용하여 대상자

의 동기 강화를 유도한다. 행동 기술(Behavioral Skills) 요소는 행위변

화에 필요한 치간칫솔, 치실 등의 자원 제공 및 단기계획(action plan)의 

달성 등으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대상자의 행동기술 증진을 돕는 것

으로 적용하였다(Mason & Butler, 2010).  

4) 중재의 구체화

프로그램 개발의 네 번째 단계로, 행위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중재 전

략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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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내용 결정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은 문헌 조사 및 대상자 요구사항

을 반영하여 주제를 선정한 후 세부내용을 작성하여 전문가 집단의 의견

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문헌을 통해 조사한 당뇨병과 구강건강 관련 주제는 구강 위생, 치주

질환, 구강건조, 감염 등의 구강 합병증, 식이요법, 정기적 치과 검사 등

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고, 노인 구강관리에 대한 주제는 구강 건강의 

중요성, 칫솔질, 틀니 관리 등 구강 관리방법, 구강질환 및 예방, 금연 

등이 제시됨을 확인하였다(Table 1, 2). 

Table 1. Review of Contents Included in the Oral Health Education 

for the Elderly

Oral heal education for 

elderly-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n 

dental health association

(Kim, Hwang, Kim, Choi & 

Han, 2010)

- Importance of oral care

- Problems for elderly oral care

- Dental caries

- Periodontal disease

- Xerostomia

- Halitosis

- Cervical Abrasion

- Oral care : proper interdental & toothbrushing 

techniques, Denture care, Diet, Regular dental 

care, Scaling, Quit smoking

The tailored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n oral 

health program in each 

city and province-elderly

(Song, Choi, Kim & Han, 

2009)

- Cause and prevention of dental caries, 

- Periodontal disease

- Dental attrition, Cervical Abrasion

- Halitosis

- Dental care products, Denture management

- Toothbrushing

Improving the oral health 

of older people: the 

approach of the WHO 

Global Oral Health 

Program 

(Petersen, & Yamamoto, 

2005)

- Tooth loss

- Denture related conditions

- Coronal dental caries and root surface caries

- Periodontal disease

- Xerostomia

- Oral precancer and oral cancer

- Oral health, gener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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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view of Contents Included in the Oral Health Education 

for People with Diabetes

Oral Health Content in 

Diabetes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s

(Yuen et al., 2010)

- Shown proper flossing & toothbrushing 

techniques

- Have patients demonstrate recommanded 

brushing & flossing techniques

- Care of removable prosthetic appliances

- Importance of good oral hygiene(plaque control)

- Effect of periodontal disease on diabetes 

- Effect of uncontrolled diabetes on periodontal 

disease

- Managing dry mouth

- Frequent prophylactic dental visit

Oral health for people with 

diabetes-Guideline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Clinical 

Guidelines Task Force, 

2009)

- Periodontal diseases and complications of 

diabetes

- Enquire annually attends a dental professional 

regularly for oral health check-ups

- Enquire at least annually for symptoms of gum 

disease

- Adequate dental care  is a part of diabetes 

self-management

- Explanation of the implications of diabetes, 

particularly poorly controlled diabetes, for oral 

health, especially gum disease

Dental Care Guidelines

(Nebraska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2)

- Oral self-care regimen to minimize oral health 

problems

- Regular visits (generally twice a year) to dentist

- Regular brushing and flossing

- Oral health complications of diabetes

- Denture Care

- Tobacco Use

Working Together to 

Manage Diabet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7)

- Changes in the Oral Cavity : Xerostomia, 

Periodontal (gum) disease, Candidal infection 

(thrush), Persistent bad breath or bad taste, or 

fruity, acetone odor

- Regular professional check-ups and care

Periodontal Disease-The 

Overlooked Diabetes 

Complication

(Dunning, 2009)

- Proactive, preventative dental and diabetes self 

care

- Regular dental and diabetes assessment

- Periodontal disease and impaired glucose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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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강건강 관련요인으로 흡연(Tomar, & Asma, 2000), 영양, 식이

(Al-Zahrani, 2006; Moynihan, & Petersen, 2004) 및 스트레스,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 요인(Solis. et al., 2004; Vettore. et al., 2003), 약

물복용(Seymour, 2006), 사회적 지지(McGrath, & Bedi, 2002) 등을 확

인하였고, 구강기능 저하 노인의 구강관리 방법으로 입체조 및 마사지(김

영진과 박경민, 2012; 전영주, 최준선과 한수진, 2012; Ibayashi, Fujino, 

Pham, & Matsuda, 2008)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헌을 통해 얻어진 주제를 내용에 따라 나누었고, 대상자 요구 조사

를 통한 내용은 중재의 세부 항목에 반영하였다. 

주별 교육 주제는 ‘구강관리의 필요성, 올바른 칫솔질, 틀니관리’, ‘입

체조와 마사지’, ‘당뇨병 환자의 구강건강과 관련된 올바른 식이 및 식습

관’, ‘구강질환-당뇨병 구강합병증’, ‘당뇨병 환자의 약물 복용과 구강문

제’, ‘구강관리와 금연, 스트레스, 불안, 우울’,‘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구강관리의 중요성’, ‘장기 구강관리 계획 및 자원활용의 중요성’으로 구

분하였다. 

(2) 정보제공 전략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데에 교육을 통한 정보제공이 효과

적이며(Nakre & Harikiran, 2013), 노인 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파워포

인트나 동영상을 이용한 시각적 매체의 이용이 적절하다(김선희, 2010). 

이에 강의식 집단 교육 형식으로 매주 파워포인트와 동영상을 이용한 구

강자기관리 정보의 반복적 제공을 계획하였다. 

    

(3) 동기화 전략

동기 강화를 위해 MI의 전략 중 이점과 방해요인 제시, 공감하기 및  

상담전략을 사용하였다(Rollnick et al., 2009). 건강문제로 인해 얻게 

되는 이점과 손실에 대한 갈등은 대상자가 변화하는데에 있어 주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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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하여 ‘구강자기관리의 이점과 방해요인’의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룹 내 다른 구성원의 말을 들음으로 자신

의 변화를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룹 토의를 통한 경험을 공유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대상자는 현재 상태와 목적 사이의 불일치를 깨달아 

그로 인한 불편감을 감소시키고자 변화를 시도하게 되므로 이를 돕기 위

한 개인 상담을 제공하였다(Fields, 2006/2010). 또한 구강자기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 및 사용가능한 시설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였고,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의 모임을 통해 대상자들 간의 교류가 지

속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제공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행위기술 향상 전략

행동 기술 증진을 위해 구강관리 실습(칫솔질, 입체조 등)을 반복함으

로써 구강자기관리 방법을 익히도록 하였으며, 구강자기관리에 필요한 

칫솔과 치간칫솔 등을 제공하였다. 구강자기관리의 단기계획을 설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구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여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5) 프로그램의 구성 

노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중재를 시행한 국내의 선행연구 중 유의

한 효과를 나타낸 연구에 따르면, 중재 기간은 4주(조문미, 이용환, 김진

범과 이정화, 2013), 8주(김영진과 박경민, 2012; 전영주 외, 2012), 12

주(양순옥 외, 2012; 이영호, 2009; 장경애와 황인철, 2011; 조은별, 

2009)등 이었다. 대부분 집단 교육과 함께 개별 교육, 전문가칫솔질 및 

치면세면과 같은 처치의 시행이나 입체조 중재가 시행되었는데, 구강기

능 향상 및 위생상태 개선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재의 반복제

공이 필요함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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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당뇨병 노인 대상자의 요구 및 노인복지관에서 수행 가

능성과 선행연구에서 효과가 나타난 시간을 고려하여 주 1회, 총 8번의 

그룹 교육 및 실습과 상담을 포함하는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하

였고, 프로그램 중재 내용에 대해 간호대학 교수 2인, 당뇨병교육간호사 

1인, 치과의사 2인에게 내용 평가를 의뢰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내용 평

가는 제시된 주별 교육 내용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 수정이 필요하다/ 

적절하다’의 3점 척도로 표기한 후 ‘적절하지 않다’와 ‘수정이 필요하다’

의 경우 의견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평가자가 ‘적절하지 않다’, ‘수정이 

필요하다’로 응답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

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평가자들이 

당뇨병과 구강합병증에 초점을 두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어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구강문제, 구강암의 내용은 삭

제하였고,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내용도 구강관리와 연관성이 부족하여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에 따라 삭제하였다.     

또한 흡연과 관련된 구강관리 주제는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사전조사

결과 대상자 중 흡연자가 없어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제외되었다.   

평가자 3인은 매 주 반복교육을 통한 구강관리의 핵심 내용의 이해와 

실습, 계획 세우기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평가자 2인은 모형

을 이용한 실습 뿐 아니라 대상자들이 직접 자신의 입 속에서 구강용품

을 사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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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 당뇨병 환자에게 적용한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의 효

과를 조사하는 연구로서 무작위 대조군 전후 실험 설계를 이용하였다

(Table 3). 

중재군에서 8주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대조군은 전화를 통해 개

별적으로 사전혈액검사(HbA1c) 결과를 알려 주고, 일반적인 건강상담을 

1회 시행하였다. 중재 프로그램 종료 및 사후 조사 실시 이후 대조군에

게도 중재군에 제공한 것과 동일한 자료 및 물품을 제공하였고, 구강자

기관리 교육을 2회 실시하였다.  

Table 3. The Study Design

Group Pre-test Intervention Post-test

Intervention Group A1 I A2

Control Group B1 C B2

Note. A1, A2, B1, B2=Measurement of variables(Soci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ral self-care knowledge, motivation & self-efficacy, oral 

self-care behavior, oral health status, HbA1c) 

I=IMB model based diabetes oral self-care program for 8 weeks

C=General individual health counseling(at the 1st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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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

서울 시내 1개 복지관에 등록된 당뇨병 환자 중 다음의 선정기준과 제

외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1) 선정기준

•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약물(혈당강하제, 인슐린)을 투약 중인 자

• 최근 3개월 이내에 스케일링, 잇몸치료 등의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자

• 1개 이상의 자연치를 가진 자

•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자

• 65세 이상의 경우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K :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상 인지기능 점수가 24점 이상인 자

(2) 제외기준

• 구강악 안면 및 악관절의 이상으로 구강 기능의 제한 및 통증이 있

는 자

• 저작 및 목운동의 제한 및 통증이 있는 자 

연구 시작 전 복지관내 간호사를 통해 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부착하여 

연구에 대한 홍보를 시행하였고, 신청서를 제출한 49명 중 간이정신상태 

검사의 점수가 24점 미만 4명, 구강검사 거부 1명, 당뇨병 약을 복용하

고 있지 않은 2명, 치과치료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2명을 

제외한 후 총 40명을 SPSS의 케이스 무작위 표본 추출과정을 통해 중

재군과 대조군의 두 군으로 나누는 무작위 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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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수는 G*power 3.1 program(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으로 t-test 표본크기 결정을 위한 statistical power 

analysis 결과, 검정력(1-β) 0.8, 중간 효과크기 0.5, 유의수준(α) .05일 

때 각 군 17명 이상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탈락을 고려하여 각 군 

20명씩 배정하였다. 

중재군은 20명 모두 중재 프로그램에 5회 이상 출석하고 사전, 사후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대조군은 허리수술로 인한 입원 1명 및 사후조사 

거부 1명으로 총 18명의 대상자가 사전, 사후 조사에 참여하였다

(Figure 2).     

Figure 2. Participant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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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연구에 사용된 모든 도구는 원저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영

어로 된 도구는 본 연구자가 한글로 번역하였고, 번역한 도구는 영어와 

한국어가 익숙한 번역자가 원도구와 함께 내용을 점검한 후 사용하였다. 

(1) 일반적 특성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상자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으

며, 포함되는 내용은 성별, 연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여부, 경제상태, 

병력, 흡연력, 칫솔질 횟수, 구강교육 경험 여부, 치과진료 관련 문항 등

이다.  

(2) 신체적 특성 

복지관의 신장, 체중 자동 측정기(DS-103, DONG SAHN JENIX 

Cor., KOREA)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였고,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kg/m2)를 구하였다. 

(3) 구강자기관리 지식

구강자기관리 지식은 Oral Health Knowledge 도구(Yuen et al,. 

2009) 및 구강보건지식 설문지(황지민, 2006)를 원저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Oral Health Knowledge 도구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

로 치주질환 및 구강건조증과 관련된 지식을 평가하는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이며 개발 당시 도구의 내적일관도는 .78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는 .65이었다. 

구강보건지식 설문지는 충치, 잇솔질, 구강검진, 스켈링, 구강관리에 

대한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값은 

.6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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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도구 모두 문항에 대한 답은 ‘그렇다 / 아니다 / 모르겠다’로 

표기하며,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지식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두 지식도구의 점

수를 합하여 총점으로 계산하였다. 

(4) 구강자기관리 동기화 정도

구강자기관리 동기 중 개인적 동기는 구강자기관리 행동을 이행하기 

위한 대상자의 태도 변화 준비도를 평가하는 도구인 Tillis, et al.(2003)

의 변화 단계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문항을 통해 대상자의 태도

가 고려전(precontemplation), 고려(contemplation), 준비(preparation), 

실행(action), 유지(maintenance)의 5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였다. 

사회적 동기는 The MOS(Medical Outcomes Study) social support 

survey 도구(Sherbourne, & Stewart, 1991)를 임민경(2002)이 한국어

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은 19문항이며 물질적지지, 애정

적지지, 정서적지지 및 정보적지지, 긍정적 사회 상호작용 영역으로 구성

된다. ‘전혀 없다 / 거의 없다 / 약간 있다 / 대부분 있다 / 항상 있다’의 

1-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7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97이었다. 

(5) 구강자기관리 자기효능감

구강자기관리 자기효능감은 정보와 동기를 습득한 개인이 효과적으로 

행위변화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동기술을 의미하며 the self-efficacy 

scale for self-care(SESS) 도구(Kakudate et al., 2007)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문항은 치과검진, 치아위생, 식이습관으로 분류되어있으며, 

15개의 문항에 대해 ‘전혀 자신이 없다 / 자신이 없다 / 보통이다 / 자

신이 있다 / 매우 자신이 있다’의 1-5점 Likert scale로 측정한다.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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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이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값은 .84이었다. 

(6) 구강자기관리 행위

구강자기관리 행위는 김지화(2007)의 구강보건실천, 식생활 행태 도구 

11문항 중 치과 방문과 관련된 문항을 제외하고 구강건강 상태 증진을 

위한 식이습관, 치아 위생 및 구강 관리의 내용을 포함하는 6개의 문항

만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식이습관 관련 3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저 그렇다 / 매우 그렇다’의 1-5점 

Likert scale로 측정하며, 칫솔질 횟수와 구강관리용품 사용개수는 실제 

시행한 횟수 및 사용한 용품의 개수를 기록하였다. 구강관리용품 사용횟

수는 일주일에 ‘0회 / 1-2회 / 3-4회 / 5-6회 / 매일’의 1-5점으로 측

정하였다. 도구의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자기관리 행위의 이행 정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618-.64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68로 나타났다. 

(7) 구강상태

가. 객관적 구강상태

① PI(Plaque Index: 치면세균막 지수)

올리어리 치면세균막지수(O’Leary Plaque Index)(O'Leary, et al., 

1972)로 측정한 값으로, 착색제를 도포한 후 착색제 부착여부에 따

라 세균막 존재 여부를 판정한다. 치면세균막의 위치와 양을 나타내

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지수로, 실행하기 쉽고, 경제적이며 재현이 

쉽다. 완성된 기록지를 통해 치면세균막의 축척위치와 올바른 칫솔

질과 치간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알 수 있다(장기완, 2007). 

치위생사가 치면세균막지수를 측정하였으며, 치면착색을 위해 특별한 

제재 없이 치면착색제(PRO-PLAQUE, DAYO MEDIC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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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을 30초 정도 가글하여 치면에 골고루 적용한 후 뱉어내도록 지

도하였다. 탐침과 치경을 사용하여 착색된 치면을 검사하였으며, 기

록지에 구분된 치면의 구분 기준은 각 치아의 해부학적 선을 기준으

로 근심, 원심, 협면, 설면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치면세균막지수

는 전체 치면 중 치면세균막이 있는 치면을 백분율로 나타내어 산출

하였고, 점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구강위생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② GI(Gingival Index: 치은 지수)

Löe와 Silness의 치은염 평점 기준(Löe, 1967)에 따라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은연을 각각 근심, 원심, 협측 설측 4부위로 구분

하여 평가하였다. 치주탐침 후 0~3으로 측정하며 0=정상(염증이 

없고 건강한 치은), 1=경미한 염증(가벼운 색깔변화, 종창이 있고 

약한 자극으로는 출혈이 되지 않음), 2=중등도의 염증(발적과 종창

이 있고 약한 자극으로 출혈이 되는 경우), 3=심한 염증(현저한 발

적과 종창, 궤양이 있고 자연출혈이 있는 경우)을 의미한다. 치은지

수는 총 점수의 합을 검사한 총 치면수로 나눈 값이다.   

③ PD(Probing Depth)

치주낭 깊이 측정은 치주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시행하며(Knowles 

et al., 1979) 치주건강상태의 신속한 기록을 하는데 유용하다(박준

석과 구영, 2012). 전체 구강을 여섯 구역으로 나누어서 구역별 한 

개의 치아에서 여섯 군데(MF, MidF, DF, 그리고 상응하는 설측 혹

은 구개 측의 Mesial, Middle, Distal)의 치주낭 깊이를 압력감지 

치주낭 측정기(pressure-sensitive probe : Williams)를 이용하여 

치위생사가 측정하였다. 저항이 느껴지는 곳까지의 깊이 중 가장 

깊은 곳의 점수를 mm로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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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관적 구강상태 

김남희 등(2006)이 개발한 주관적 구강증상에 대한 8개의 설문 문항

으로 측정하였다. 이전 연구를 통해 Cronbach’s alpha 는 .78로 나타났

으며 음식저작장애, 치통, 온도민감, 식편압입, 구강건조, 구취, 구강궤양

에 대해 ‘전혀 없다 / 아주 가끔 있다 / 가끔 있다 / 자주 있다 / 항상 

있다’의 1-5점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주관적 구강증상이 적

어 주관적 구강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68이었다.  

(8) 당뇨 생리적 지표(HbA1c: 당화혈색소)

Hemoglobin A1c(HbA1c) 수치는 장기간 혈당조절을 평가하기 위해 

쓰이는 표준적인 방법으로 지난 2-3개월 간의 혈당 조절 정도를 반영한

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7%이하를 기준 목표로 하지만 동반 질환 및 건

강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ADA, 2012). 당화혈색소

는 이동식 당화혈색소 측정 기계(NycoCard READER II, AXIS-SHIELD 

plc., SCOTLAND)를 이용한다. 매뉴얼에 지시된대로 손가락 끝 모세혈

관에서 얻은 혈액 약 5㎕를 기계에 삽입하여 약 4분 후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9) 우울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기백석, 1996)을 이용하

여 우울을 측정하였다. ‘예’, ‘아니오’로 답을 하도록 하며 15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15점이 총점이며 6점 이상인 경우 우울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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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진행 절차

본 연구는 2014년 1월 21부터 2014년 4월 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프

로그램 중재는 총 8주간 진행되었다. 

(1) 연구 대상자 보호 심의 위원회 승인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 대상자 보호 심의 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승인번호 

2013-54)을 받은 후 자료 수집과 중재를 시행하였다.  

(2) 자료 수집

해당 기관의 기관승인서를 받은 후 복지관 내 간호사를 통하여 당뇨병 

환자를 추천받고 또한 복지관 내 게시판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

다. 설명회 및 기관에 등록된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접촉하여 연구

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자에게서 자

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시작 직후와 연구 종료 후에 설문조사, 혈액검

사 및 구강검사를 시행하였다. 

중재군과 대조군의 설문조사는 간호대학 대학원 및 학부생 5명이 담당

하였으며, 사전 교육을 통해 연구 목적, 설문 조사 방법에 대해 알린 후 

대상자와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과정을 녹음

하여 각 조사자간 응답 표기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을 제공하였다. 혈액검사는 당화혈색소 측정 기구(NycoCard 

READER II)를 사용하였으며, 구강상태 검사는 치위생사가 시행하고 기

록하였다. 모든 대상자의 PD와 GI를 치위생사 1인이 측정하였고, 치위

생사 1인이 측정 보조와 기록을 하였다. PI는 다른 치위생사 1인이 측정

하고 기록하였다. 

중재군과 대조군은 같은 날 자료조사를 시행하여 검사자가 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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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군에 속했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는 교육을 진행하고 

자료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모든 대상자에게 사전 자료조사 참여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였고(파스), 

1그룹/ 2그룹으로 구분되어 제공되는 교육과 시기가 다름을 연구동의서

에 명시하고 중재 전 미리 알려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후에도 

언제든 그만 둘 수 있음을 알리고, 수집된 자료의 개인적인 사항 및 모

든 정보는 연구자만이 알 수 있도록 처리하여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

관하고 연구 논문이 발표된 후 폐기함을 설명하였다. 사후 조사는 사전 

조사와 동일한 지표를 측정하였고,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구강관리세

트를 제공하였다. 중재군의 프로그램 제공 및 대조군의 일반적 건강상담

은 연구자가 직접 시행하여 이중맹검(double blind)은 이루어지지 않았

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1.0 for window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α와 KR-20을 이용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

였다. 

(3) 정규성 검정은 Shapiro-Wilk를 이용하였다.

(4) 중재군, 대조군 간 사전 동질성 검정은 χ2 test, t-test를 이용하였다.  

(5) 중재 후 중재군과 대조군 차이는 χ2 test, t-test,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다. 

(6) 중재 전후 집단 내 변화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였다.   

(7)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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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 개발

1)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이 구성하였다(Table 4).

대상자에게 주어진 정보의 질과 이를 쉽게 이해하는 것은 건강 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므로(Williams et al., 2009) 그림, 사진 및 동영상 

위주의 시청각 자료 및 모형을 이용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대상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

고, 퀴즈와 실습을 통해 대상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중재의 전달을 위하여 이전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며 정확하게 이해

하였는지 확인하였다(Mount, 2009).  

(1) 강의 

8주의 강의 내용은 시청각 자료(Power point)로 제작하여 강의 시 사

용하였다. 치아 모형과 칫솔, 동영상(‘올바른 구강관리’, ‘노년기 구강건

강관리’, ‘칫솔질 방법’-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제작)을 준비하여 

교육하였으며, 입체조 방법(조은별, 2009)은 유인물로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상담 및 그룹 토의

일주일에 한 번씩 약 5분간 전화를 통한 개인 상담을 실시하였고 참가

자들의 동기 강화를 위해 구강자기관리 이행의 이점과 방해요인을 표현

하게 하였다(Rollnick et al., 2009). 그룹 교육 시 구강자기관리 이행에 

대한 느낌 및 질의 응답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여 그룹원 간 의사소통

을 통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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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 수립 및 자원제공

단기 계획(action plan)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Sniehotta et al., 2007),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예 : 나는 치실을 (언

제) (어디서) (무엇을 하기 전/후) 사용할 것이다 등) 말로 표현하게 하

였고, 개인 상담시 수행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칫솔 및 치간칫솔과 일

회용 치실 등 구강자기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자기효능감 증진

을 도왔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간에 모임이 없는 날 진행된 전화상담을 통하

여 구강자기관리 이행을 격려하였고, 다음 모임 참석 유도를 통해 프로

그램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화 상담 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모든 대상자에게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1) 프로그램 과정 평가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은 복지관 내 교실 사용이 가능한 시간 중 대상

자들의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심식사 직후인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매주 화요일 8주간 진행되었다. 해당 교실이 복지관 행사로 사

용이 불가능했던 경우는 담당 간호사의 협조로 인원 통제가 가능한 진료

실에서 진행하여 중재 확산 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은 구성안대로 영상자료(Power point 자료 및 동영상 자료)

와 모형, 구강용품 등을 이용하여 시행하였고, 매 회기 중재군 대상자의 

출석 여부와 식후 혈당을 기록하였다. 모든 교육은 연구자가 시행하였

고, 필요한 경우 간호대학 학부생이 보조 연구원으로 함께 참여하였다.

중재군 20명의 개인별 출석률은 최소 62.5%(5회)에서 최대 100.0%(8

회)이었고, 결석 사유는 몸살, 병원 방문, 식사 약속, 여행 등이었다. 각 

회기별 참여율은 최소 75.0%(15명)에서 100.0%(20명)로 평균 85.6%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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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사에 참여했던 중재군 대상자는 20명 모두 중재 프로그램 및 

사후 조사에 참여하여 탈락자는 없었고, 대조군은 사후조사에 2명이 참

석하지 않아(1명 입원, 1명 구강검사 거부) 18명(탈락률 10.0%)이 최종 

연구 분석에 포함되었다.   

  

(2) 중재군 대상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

개별 전화상담 중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사항을 표현하도록 

하였을 때, 교육의 내용과 실습 및 물품제공(칫솔, 치간칫솔 등)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은 상담 중 ‘어렵다고 생각한 

것을 반복하다보니 할 만한 것 같다’, ‘칫솔질을 제대로 배운 것 같다’, 

‘당뇨병이 있으니 더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노력한다’ 등 긍정적 답

을 하기도 하였고, 일부 대상자는 ‘꾸준히 하는게 중요한 건 알지만 귀

찮고 힘들어서 계속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어서 

잘 안하게 된다’ 등 행위변화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답하는 경우도 있

었다. 개별 상담 및 집단 내 토의를 통해 구강자기관리의 이점을 제시하

고 어려움을 표현하도록 하여 행위변화를 위한 동기를 강화시키고자 하

였으나 매 회기 일주일간의 구강자기관리 정도를 확인하고 느낌을 말하

도록 하는 것에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대상자의 호응이 좋았던 것은 입체조와 구강위생용품의 제공이었다. 

칫솔과 치간칫솔, 의치세정제와 치실을 제공하였는데 치주상태에 적합한 

칫솔의 선택, 치간칫솔과 의치세정제의 사용방법 교육이 유용했다고 표

현하였다. 반면, 치실은 반복적인 사용방법의 교육에도 ‘사용방법을 모르

겠다, 어렵다, 거울을 보며 혼자 하기가 힘들다’라는 의견이 많아 일회용 

치실로 제공하였지만 ‘치실을 잡고 손을 입 속 깊이 넣기가 불편하다, 

치실보다 치간칫솔이 더 하기 쉽다, 치실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하는 대상자가 늘어나 3회 제공 후 더 이상 치실은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대상자가 N구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무료 구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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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과 불소도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내

용을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8회기 프로그램을 끝내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4점 척도(1-매우 

불만족/2-약간 불만족/3-대부분 만족/4-매우 만족)로 답하게 하였을 때 

평균 3.64점(응답자 14명)으로 나타났고, 비슷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

구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점수(1-절대 안한다, 

2-안 할 것 같다, 3-할 것 같다, 4-확실히 한다)는 평균 3.35점이었다.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을 때 만족한 점은 ‘구강관

리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됨’, ‘구강관리 내용과 입체조를 반복해서 

알려주어 좋음’, ‘구강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줌’, ‘칫솔질을 잘 배

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치간칫솔 사용이 만족스러움’ 등이었고 불만

족스러운 점은 ‘이미 아는 내용이 반복되어 교육이 길게 느껴짐’, ‘같은 

시간에 계속 참석하는 것이 어려움’, ‘프로그램 집단 내에서 자꾸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말하는게 싫었다’ 등으로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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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1) 사전 동질성 검정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 38명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Table 5와 같다. 중재

군은 총 20명, 대조군 18명이며 변수 각각에 대해 통계적 차이를 보이

지 않아 군간 동질성을 보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6.92세(±5.83)

였으며, 70대가 21명(55.3%)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이 32명(84.2%)이

었고, 독거 대상자가 20명(52.6%)이었다. 최종학력이 무학인 대상자가 

11명(28.9%)이었으며,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14명(36.8%)으로 

가장 많았다. 36명(94.7%)의 대상자는 직업이 없으며, 경제상태가 보통

이라고 답한 대상자는 23명(60.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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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 at Baseline

Chracteristics Categories

Int.(n=20) Con.(n=18)

t/χ2 pn(%) or 

mean±SD

n(%) or 

mean±SD

Age(years) 76.92±5.83 77.30±5.74 76.50±6.07 .417 .679

Gender
Female 17(85.0) 15(83.3)

.139 .942
Male 3(15.0) 3(16.7)

Education

None 3(15.0) 8(44.4)

1.708 .105

Elementary 

school

9(45.0) 5(27.8)

Middle school 3(15.0) 3(16.7)

High school 4(20.0) 2(11.1)

College or 

more

1(5.0) 0(0)

Living with

Alone 10(50.0) 10(55.5)

.967 .458

Spouse 3(15.0) 2(11.1)

Two 

generations

6(30.0) 4(22.3)

Three 

generations

1(5.0) 2(11.1)

Employed
Yes 2(10.0) 0(0)

1.322 .488
No 18(90.0) 18(100.0)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 0(0) 0(0)

1.052 .390Middle 14(70.0) 9(50.0)

Low 6(30.0) 9(50.0)

Note. Int.=Intervention group, Con.=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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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적 및 건강 관련 특성 

신체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의 사전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든 특성

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6). 

연구 대상자는 평균 13.6년(±10.44) 전에 당뇨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나

타났고, MMSE는 평균 26.39점(±1.96)이었다. 당화혈색소는 6.47%(±1.56)

로 나타났다. 의치를 착용한 대상자는 26명(64.8%)이었고 이전에 구강교육

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7명(18.4%)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결과 동반질환으로 고혈압 18명(47.4%), 고지혈증 6명

(15.8%), 관절염 5명(13.2%), 그 외 천식, 심부전증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당뇨병 약 이외에 항고혈압제, 항고지혈증제, 관절염, 

골다공증제, 심장계 약물 등 한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가 

전체 73.7%(28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흡연자는 한 명도 없

었다. 

중재 기간 중 모든 대상자는 당뇨병 약물 복용에 변화가 없었다고 답

하였고, 치과 치료를 받은 2명은 각각 부분 틀니의 교정 및 빠진 크라운

을 다시 씌우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여 본 연구 결과 분석에 포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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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 종속변수와 외생변수

사전 종속변수에 대한 두 집단의 동질성 검사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7). 

구강자기관리 지식은 중재군 10.35점(±1.98), 대조군 10.61점(±2.40)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716). 구강자기관리에 대한 태도 변화 단

계 점수는 중재군 2.30(±1.78), 대조군 1.67(±1.53)로 중재군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p=.250), 사회적 지지의 점수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199). 두 군의 구강자기관

리 자기효능감 점수와 구강자기관리 행위 점수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객관적 구강건강상태 지표인 PI, GI, PD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주관적 구강상태도 두 군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생변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집단간 우울에 대한 중재 전·후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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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he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 at Baseline

Variable Categories
Int.(n=20) Con.(n=18)

t p
mean±SD mean±SD

Oral self-care 

knowledge
10.35±1.98 10.61±2.40 -.367 .716

Oral self-care 

motivation

Stage of change 2.30±1.78 1.67±1.53 1.168 .250

Social support 68.63±27.09 54.65±24.77 1.654 .107

Emotional/

Informational

26.25±11.14 22.77±10.35 .991 .328

Positive social 

interaction

13.90±5.54 10.61±5.38 1.852 .072

Tangible 13.55±5.80 11.05±5.20 1.388 .174

Affectionate 10.75±4.63 8.00±4.52 1.847 .073

Oral self-care 

self-efficacy

Total 62.20±9.00 57.67±7.95 1.636 .110

Dentist consultation 20.55±3.73 18.61±4.59 1.730 .092

Toothbrushing 20.70±3.85 19.66±4.15 .795 .432

Dietary habits 20.55±3.03 19.38±3.25 1.138 .263

Oral self-care 

behavior

Total 18.05±4.76 17.11±3.37 .694 .492

Regular mealtime 4.55±0.99 4.39±0.97 .501 .619

Three meals a day 4.50±1.14 4.72±0.66 -.719 .477

Drinking water 4.15±1.42 4.06±1.34 .209 .835

Toothbrushing 2.05±0.82 2.28±0.89 -.816 .420

Oral hygien 

supplies

0.60±0.75 0.44±0.70 .655 .517

Oral hygien 

frequency

2.20±3.23 1.22±2.31 0.060 .296

Note. Int.=Intervention group, Con.=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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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he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 at Baseline(continued)

Variable Categories
Int.(n=20) Con.(n=18)

t p
mean±SD mean±SD

Objective 

oral health 

status

PI 18.33±9.69 25.28±10.89 -1.907 .660

GI 1.32±0.37 1.14±0.25 1.678 .102

PD 3.80±1.00 3.66±0.97 -.420 .740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Total 18.15±6.38 19.17±6.46 -.487 .629

Trouble 

biting/chewing

2.25±1.37 2.17±1.58 .174 .863

Toothache 1.25±0.44 1.61±1.33 -1.095 .286

Sensitivity cold/hot 2.15±1.53 2.67±1.45 -1.063 .295

Food impaction 3.00±1.33 3.28±1.48 -.606 .548

Dry mouth 2.85±1.26 3.00±1.32 -.356 .724

Malodor 2.30±1.17 2.17±1.20 .346 .731

Oral sore spot 1.85±1.22 1.72±0.95 .355 .725

Periodontal health 2.50±1.67 2.56±1.82 -.098 .922

Depression 
Pre 5.05±4.92 5.44±4.57 -.059 .953

Post 4.55±5.01 6.22±5.18 -1.113 .266

Note. Int.=Intervention group, Con.=Control group, PI=Plaque Index,  

GI=Gingival Index, PD=Probing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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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검정

가설 1. 중재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구강자기관리 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 중재 후 두 집단의 지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재군의 점수가 12.35점(±2.49)으로 대조군의 점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p=.022), 가설 1이 지지되었다(Table 8). 

Table 8. Comparison of Oral Self-Care Knowledge Between the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

Variable
Int.(n=20) Con.(n=18)

t p
mean±SD mean±SD

Oral self-care 

knowledge
12.35±2.49 10.44±2.38 2.400 .022*

Note. Int.=Intervention group, Con.=Control group

*p<.05

가설 2. 중재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구강자기관리 동기 점수가 높을 

것이다.

부가설 2-1. 중재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태도 변화 단계가 높

을 것이다.

태도 변화 단계를 행위변화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인 1, 2, 3단계와 4, 

5단계의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재 전후 중재군의 

고려전·고려·준비 단계의 대상자는 14명(70.0%)에서 4%(20.0%)로 나타

났고, 실행·유지 단계의 대상자는 6명(30.0%)에서 16명(80.0%)으로 나

타났다. 중재 후 두 군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부가설 2-1이 지

지되었다(p=.046)(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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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mparison of Stage of Change Between the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

Stage of change

Int.(n=20) Con.(n=18)

χ2 pn(%) n(%)

Pre Post Pre Post

Stage 1

(Precontemplation)

12(60.0) 3(15.0) 15(83.3) 7(38.9) 5.147 .046*

Stage 2

(Contemplation)

1(5.0) 0(0) 0(0) 1(5.6)

Stage 3

(Preparation)

1(5.0) 1(5.0) 0(0) 2(11.0)

14(70.0) 4(20.0) 15(83.3) 10(55.5)

Stage 4

(Action)

1(5.0) 11(55.0) 0(0) 5(27.8)

Stage 5

(Maintenance)

5(25.0) 5(25.0) 3(16.7) 3(16.7)

6(30.0) 16(80.0) 3(16.7) 8(44.5)

Total 20(100) 20(100) 18(100) 18(100)

Note. Fisher’s exact test

Int.=Intervention group, Con.=Control group
*p<.05

중재 후 태도변화 단계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변화단계를 점수화 

하여 분석하였다. 중재군의 중재 제공 전·후 변화단계는 2.30(±1.78)에서 

3.75(±1.29)로 변화하였고, 대조군은 1.67(±1.53)에서 2.83(±1.68)로 나

타났다. 중재 전후 군내의 변화는 중재군, 대조군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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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ange of Motivation Stage from Pre-Test to Post-Test 

in Each Group

부가설 2-2. 중재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사회적 지지 점수가 

높을 것이다.

중재 후 중재군의 사회적지지 점수는 75.33점(±27.05), 대조군은 

56.77점(±20.68)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p=.024) 부가설 

2-2는 지지되었다(Table 10). 사회적지지 하부 영역에서 정서적지지 및 

정보적지지 영역은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긍정적 사회상호작

용 영역의 점수는 중재군이 높았다(p=.013).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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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mparison of Social Support Between the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

Variable
Int.(n=20) Con.(n=18)

t p
mean±SD mean±SD

Social 

support

Total 75.33±27.05 56.77±20.68 2.356 .024*

Emotional/

Informational

29.60±11.29 23.16±8.26 2.017 .052

Positive social 

interaction

15.40±5.40 11.00±4.88 2.621 .013*

Tangible 14.40±5.66 11.38±5.12 1.143 .260

Affectionate 11.75±4.11 8.83±3.41 2.171 .065

Note. Int.=Intervention group, Con.=Control group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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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중재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구강자기관리 자기효능감 정도

가 높을 것이다. 

중재 후 중재군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62.45점(±7.45)으로 나타나 대

조군 55.44점(±7.83)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8). 세부 항목에서

는 치과 방문(p=.045) 및 식이 행동(p=.028)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점수

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11).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

었다.  

Table 11. Comparison of Oral Self-Care Efficacy Between the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

Variable
Int.(n=20) Con.(n=18)

t p
mean±SD mean±SD

Oral self-care 

self-efficacy

Total 62.45±7.45 55.44±7.83 2.825 .008*

Dentist 

consultation

20.50±3.81 17.88±3.92 2.077 .045*

Toothbrushing 20.55±3.42 18.72±2.53 1.851 .072

Dietary habits 21.40±2.43 18.83±4.32 2.282 .028*

Note. Int.=Intervention group, Con.=Control group
*p<.05



- 58 -

가설 4. 중재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구강자기관리 행위 점수가 높을 

것이다. 

구강자기관리 행위의 총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행위 영역별 

점수 중 구강위생용품 사용 항목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p=.027)(Table 12). 

가설 4는 기각되었다. 

Table 12. Comparison of Oral Self-Care Behavior Between the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

Variable
Int.(n=20) Con.(n=18)

t p
mean±SD mean±SD

Oral 

self-care 

behavior

Total 20.60±5.67 17.83±3.89 1.731 .092

Regular mealtime 4.05±1.39 4.00±1.13 .120 .905

Three meals a day 4.45±1.09 4.50±0.92 -.151 .881

Drinking water 3.85±1.42 3.61±1.42 .517 .608

Toothbrushing 2.40±0.88 2.33±0.68 .258 .798

Oral hygien 

supplies

1.70±1.30 0.89±0.83 2.31 .027*

Oral hygien 

frequency

4.15±3.16 2.50±3.14 1.608 .117

Note. Int.=Intervention group, Con.=Control group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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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 중재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구강상태가 좋을 것이다. 

부가설 5-1. 중재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객관적 구강 상태가 

좋을 것이다.

중재 후 집단 간 PI, GI, PD의 차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3). 따라서 부가설 5-1은 기각되었다. 

Table 13. Comparison of Oral Status Between the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 

Variable
Int.(n=20) Con.(n=18)

t p
mean±SD mean±SD

Objective 

oral health 

status

PI 12.51±9.67 19.89±11.46 -1.975 .058

GI 1.13±0.40 1.14±0.43 -.082 .935

PD 3.50±1.14 4.61±2.56 -1.689 .105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Total 18.25±6.45 20.78±6.20 -1.227 .228

Trouble 

biting/chewing

2.55±1.63 2.56±1.61 -.011 .992

Toothache 1.25±0.63 1.44±0.78 -.842 .405

Sensitivity 

cold/hot

1.95±1.23 3.44±1.42 -3.466 .001*

Food impaction 2.65±1.46 3.33±1.71 -1.326 .193

Dry mouth 3.15±1.46 2.78±1.43 .790 .435

Malodor 2.55±1.31 2.17±1.46 .849 .401

Oral sore spot 2.10±1.65 2.22±1.30 -.251 .803

Periodontal 

health

2.05±1.31 2.83±1.65 -1.623 .113

Note. Int.=Intervention group, Con.=Control group, PI=Plaque Index,  

GI=Gingival Index, PD=Probing Depth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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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전·후 군내 PI는 중재군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었으며(p=.027), 

대조군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Figure 4). 

Figure 4. Change of PI from Pre-Test to Post-Test in Each Group

부가설 5-2. 중재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주관적 구강 상태가 

좋을 것이다.

중재 후 주관적 구강 상태의 총 점수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뜨겁거나 찬 음식에 민감한 정도에 있어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Table 13). 

구강건강상태 전체에 대한 가설 5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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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분석

(1) HbA1c에 따른 차이 검정

혈당 조절여부와 구강자기관리 효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재군을 

혈당조절 양호군과 불량군으로 나누어 중재 결과를 추가 분석하였다.

HbA1c의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조절 

목표인 7.0%를 기준으로 중재군 20명을 혈당조절 양호군(HbA1c≤

7.0%) 14명과 혈당조절 불량군(HbA1c>7.0%) 6명으로 나누었다.  

HbA1c>7.0% 대상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평균 18.16년 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으며, 중재 전 당화혈색소는 8.25%(±0.56)로 나타났다. 

83.3%(5명)는 구강교육 경험이 없다고 하였고,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 

중재 전·후 모두 우울 상태로 나타났다. 

중재 후 그룹 간 점수 비교 시 7.0% 이하의 그룹에서 구강자기관리 

지식(p=.026)과 구강자기관리 행위(p=.030)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4). 

혈당조절 양호군(HbA1c≤7.0%)의 그룹 내 중재 전·후 비교시 구강자기

관리 지식(p=.001), 구강자기관리 행위(p=.040), PI(p=.015), GI(p=.023)

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부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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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Comparison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HbA1c>7.0 

and ≤7.0 Groups in Intervention Group

Variable

HbA1c≤7.0 
(n=14)

HbA1c>7.0 
(n=6)

Z p

mean±SD mean±SD

Gender
Female 11(78.6) 6(100.0)

Male 3(21.4) 0(0)

HbA1c
pre 5.66±0.77 8.25±0.56

Post 6.55±0.59 7.95±1.63

Duration of DM 

(year)
12.85±11.17 18.16±14.28

Oral health 

education

Yes 3(21.4) 1(16.7)

No 11(78.6) 5(83.3)

Depression 
pre 3.93±4.08 7.67±6.08 -1.418 .156

post 3.79±4.90 6.33±5.24 -1.267 .205

Oral self-care 

knowledge

Pre 10.50±1.74 10.00±2.60 .507 .618

Post 13.14±2.17 10.50±2.34 2.433 .026*

Oral self-care 

behavior

Pre 19.14±4.86 15.50±3.67 1.635 .119

Post 22.36±4.50 16.50±6.41 2.352 .030*

Note. DM=Diabetes Mellitus

Mann-Whitney U tes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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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당뇨병 노인에게 적합한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지식, 동기, 자기효능감 및 행위변화와 

구강상태의 변화 효과를 조사하였다. 중재를 통해 대상자의 구강자기관

리 지식과 동기 변화, 자기효능감의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고, 행위와 구강상태 변화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의에서는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및 프로그램의 효

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본 연구는 지역사회 당뇨병 노인에게 필요한 구강자기관리 내용으로 

중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구강자기관리 실천에 필요한 정보와 동기를 

강화하고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행위 변화를 돕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은 Newman 등(2009)의 자기관리 중재 개발 방법의 단

계에 따랐다. 요구분석 과정에서 당뇨병 노인 6명을 심층 면담하였는데, 

노인 대상자는 의료진을 통해 당뇨병과 구강합병증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고 구강교육이 필요함을 알지만 정보를 얻기위해 적극

적인 노력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사전 조사결과에서도 대상자

의 81.6%가 구강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결과는 당뇨병 환자의 대다

수가 구강합병증과 관련된 정보를 받은 적이 없으며, 구강의 문제를 담

당 주치의와 상의한 적이 없다는 선행연구(김남희, 2001)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연구 중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구강건강증진 중재 연구는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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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질병이 없는 노인에게 입체조 중재를 제공한 것이었다. 이 연구들의 

결과 입체조는 구강건조증, 개구량, 구취 등 구강상태 개선의 효과가 입

증되었으며 대상자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열, 2012; 

김영재 외, 2011; 김영진과 박경민, 2012; 양순옥 외, 2012). 그러나 당

뇨병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 내용은 이전

의 구강교육과 비교하였을 때, 당뇨병에 초점을 두어 당뇨병의 구강합병

증과 관련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대상자에 맞는 물품제공과 실습을 제공

하였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일반적인 구강중재가 교육 및 비외과적 처치

로 구강건강개선을 목표로 하지만, 본 연구는 대상자의 지식 증가와 함

께 동기 강화,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 그룹 토의와 상담, 반복적인 실

습의 중재를 제공하여 행위를 변화시키고자 하였고, 구강상태 확인을 위

해 객관적, 주관적인 지표를 사용하였다.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구강관리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고, 구강

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중재 전략으로 지침의 제공과 실습을 함께하는 방

법이 권장되는데(McGrath, Zhang, & Lo, 2009), 본 연구에서는 IMB 

모델에 근거한 구강자기관리를 위해 강의와 실습을 포함하는 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한 후 전문가가 내용이 타당한지 평가하였다. 당뇨병 구강합

병증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일반적인 구강교육을 반복하고 실습을 강조한 

전문가 의견은 본 연구의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의 내용에 반영하였다.  

 프로그램 시행 후 평가를 통해 대상자들은 구강관리에 필요한 구강위

생용품의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해 알게 된 것과 일반적인 구강관리 내용

과 입체조를 반복하여 교육하고, 필요한 물품 제공이 이루어짐에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구강건강관리에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김은희, 2011), 반복적인 실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한 결과이며, 정기적으로 반복된 교육과 실습이 대상자의 교육 효과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의 대상자 중 흡연자가 없어 금연에 대한 내용은 강의 내

용에서 제외되었지만 흡연은 구강질환의 주요한 요인(Tomar, & A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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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추후 흡연 중인 대상자가 있을 경우 교육내

용에 포함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재 기간에 

중재군 대상자의 당뇨병 약물 복용량에 변화가 없었지만 당뇨병 노인의 

혈당 변화 및 다약제복용은 구강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므로(Seymour, 

2006) 대상자의 혈당 변화와 약물 복용에 관련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대부분은 복지관이 속한 N구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노인

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무료 검진 및 불소 도포를 받을 수 있으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추후 지역사회에서 구강건강 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에는 구강 서비스 제공 시설과의 직접적인 연계도 고려해야 할 것이

다. 

본 중재과정에서 구강관리용품으로 치실을 제공하였으나 대상자들이 

치실의 사용을 어려워하였고, 거울을 보며 실습을 하는 과정 또한 힘들

어하여 세 차례 교육 후 치실 사용에 대한 교육과 치실 제공은 중단하였

다. 그러나 치간칫솔 사용에 대한 교육과 제공은 반복하여 시행하였다. 

이와같이 대상자가 직접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해 보고 피드백을 받는 실

습을 통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었고, 이러한 중재는 

프로그램 참여 뿐 아니라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2.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 결과 중재군의 구강자기관리 지식 점수는 중재 후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져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사전 조사 결과 중재군과 

대조군의 인지기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지식 점수 및 이전 구강교

육 횟수도 차이가 없었다. 중재 후 지식점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구강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교육을 통해 지식이 증가되었음을 나타내며, 치주

질환자를 대상으로 구강교육을 시행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다(Jön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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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9). 또한 구강건강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 중 유인물 제공, 전문가 지도 등의 교육을 제공하였을 때 나

타나는 지식 증가의 내용과도 일치한다(Kay & Locker, 1996; Nakre, 

& Harikiran, 2013). 따라서 대상자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보

를 제공한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재군의 구강관리 태도변화 단계는 대조군과 유의한 차

이를 보여 중재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태도변화 단계가 높을 것이다의 

부가설 2-1이 지지되었다. 본 중재에서 적용한 동기강화 전략은 복지관

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적용 가능하도록 단순화하였고, 집단 MI 요소 중 

행위변화의 이점과 방해요인의 제시 및 강조, 그룹 토의, 개별 전화 상

담의 중재를 선택하여 제공하였다.   

MI 중재의 모든 과정을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비교

하기 어렵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치주질환자에게 교육과 MI를 적용하여 

4주 후 구강관리 태도변화로 플라그 지수가 개선됨을 보인 연구(Godard 

et al., 2011) 및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구강교육과 MI를 시행하여 8주 

후 구강관리 지식과 구강관리의 자기조절 정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

한 연구(Almomani et al., 2009)와 유사한 결과이다.  

중재 후 각 군 내 태도변화를 보면, 구강관리 태도 변화 단계가 고려

전·고려·준비 단계의 중재군은 중재 전 70%에서 중재 후 20%로 줄어들

었고, 실행·유지 단계인 중재군은 중재 전 30%에서 중재 후 80%로 변

화하였다. 또한 태도 변화 단계의 이동 방향을 확인한 결과 중재군의 

60%에서 구강관리 변화단계가 전진 이동함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대상

자의 태도에 변화가 있음을 말하며, 자신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동기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대조군의 태도 

변화도 나타났는데 44.4%의 대상자가 구강관리 변화단계의 전진 이동을 

보였다. 또한 중재군과 대조군 모두 군내 구강관리 태도변화 단계가 사

전조사보다 사후조사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대조군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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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변화는 프로그램 시작 전 설명회를 통한 구강관리의 인식 변화 및 사

전 구강검사에 따른 효과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노인 대상자

의 구강자기관리 개인적 동기 강화를 위해서 구강자기관리 관련 프로그

램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태도변화에 대한 강조 및 개인 상담을 진행하

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개인별 단계에 따른 맞춤식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중재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사회적지지 점수가 높아 부가설 2-2가 

지지되었다.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지역사회의 사용가능한 

시설과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이 정서적지지 및 정보적 지지에 영향을 주

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는 구강자기관리 프

로그램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과 연구자와의 친 감 형성 등이 정서적지

지 및 정보적지지, 긍정적 사회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어 중재군의 사회

적지지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을 것이다. 이는 사회접촉과 참여가 많은 

집단의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은 결과(임민경, 2002)와 유사하여 본 중재 

프로그램이 대상자들의 긍정적 사회 상호작용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중재군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중재 후 대조군에 비해 유의

하게 높아 가설 3이 지지되었다. 구강자기관리를 위한 치과방문, 치아위

생관리, 식이 행동 유지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는데 중재 후 중재

군은 대조군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다. 이는 본 중재 프로그

램이 구강자기관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내며, 직접 칫솔질 

사용방법을 실습하고 피드백을 제공했던 연구(Geisinger et al., 2014)와 

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게 하여 대상자의 행위변화에 긍정적인 효과

를 나타낸 선행연구(Sniehotta et al., 2007)의 결과와 유사하다.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 적용 후 중재군이 대조군에 비해 행위변화 점

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중재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구강자기관리 행위 점수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4가 기각되었다. 

이는 만성 치주질환자에게 구강건강 중재를 시행하고 3개월과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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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행위변화를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연구

(Jönsson et al, 2009)와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 두 군간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결과는 다음의 이유에 기인할 수 있다. 첫째, 중재를 통한 

대상자의 행위 변화가 측정도구에 모두 반영되지 못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노인에게 있어 식이와 같은 

생활습관의 변화가 쉽지 않음으로 인해(대한임상노인의학회, 2011) 규칙

적 식습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 더 이상 개선이 어려울 수 있는데 본 연

구 결과 사전 조사에서 식이습관 세 항목의 점수 평균이 모두 4점 이상

으로 나타나 천장효과(Ceiling effect)로 인해 유의한 개선 효과를 나타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 변화를 측정하는데는 본 도

구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대상자의 사전 우울 점수가 5점대로 우울 판정기준인 6점에 가까

워, 우울이 당뇨병 자기관리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최수

영, 2012)를 고려하면 우울경향이 당뇨병 노인의 구강자기관리 이행 향

상에 방해요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8주간 구강자

기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 직후 행위 변화를 측정하였는데, 사후 조사 

기간이 행위 변화를 나타내기에 부족한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프로그램 중재 후 구강자기관리 행위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

는 도구의 개발과 대상자의 우울 상담 및 치료, 시간에 따른 구강자기관

리 행위를 장기적으로 측정하여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그룹 내의 중재 전·후 행위변화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중재군 

2.55(±5.93), 대조군 0.72(±4.23)으로 중재군의 행위변화 점수 차이가 

대조군에 비해 크게 나타났고, 항목별 행위 점수 중 사용하는 구강위생

용품의 개수에서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구강자기관

리 교육 뿐 아니라 매 주 칫솔 외 보조적 구강위생용품 사용을 강조하

고, 단기계획을 작성하여 칫솔질과 치간칫솔의 사용을 강조한 것은 물론 

칫솔 및 치간칫솔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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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중재군의 칫솔질 횟수가 중재 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조군도 함께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 

곳의 복지관에서 중재를 시행했기 때문에 확산에 의해 대조군이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두 군간 행위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IMB 모델에서 행위변화를 이끄는 세 가지 요소에 해당하는 지

식, 동기, 자기효능감에서는 차이를 보였으므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제공

시 행위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재군의 추

후 6개월, 1년 후의 장기적인 측정을 통한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의 효

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당뇨병 구강합병증으로 알려진 치주질환과 관련하여 치아의 위생 상태 

및 치주의 건강 상태에 초점을 두고 본 중재 프로그램이 PI와 GI, PD 

및 주관적 구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는데, 사후조사 결과 중재

군과 대조군 사이에 객관적, 주관적 구강상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아 가설 5가 기각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재 후 중재군의 구강건강상태가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은 것은 다음의 이유에 기인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 대

상자의 평균연령이 76.9세로 고령이며, 신체 기능의 저하 및 당뇨병으로 

인한 감염 이환 등(Salvi et al., 2005)이 구강내 치유 및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요양시설의 노인 대상자에게 3개월간 구강운동

을 제공하여 효과를 확인한 연구에서도 전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대상

자의 구강건조증은 개선되지 않은 결과(장경애와 황인철, 2011)를 보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둘째, 중재 후 두 그룹의 주관적 구강상태

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중재군의 중재과정 중 

‘입마름이 나아지는 것 같다’, ‘잇몸 출혈이 줄었다’ 등과 같은 반응이 있

었다. 이러한 표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관적 구강상태 변화로 이어지

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노인의 주관적 전신건강수준이 주관적 구강건강상

태와 관련이 있음을 보인 연구 결과를 볼 때(박영애, 정성화, 윤수홍,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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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와 송근배, 2006), 자료 수집 당시 주관적 구강상태가 대상자의 전

신건강수준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중재 후 

중재군과 대조군의 구강건강상태에 차이가 보이지 않았던 것은 중재를 

제공한 기간이 전반적인 구강상태의 개선에 충분하지 못하였을 수 있으

며, 스케일링이나 항생체 치료와 같은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되지 않아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Niederman, 2007).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무작위대조군 구강건강관련 실험연구 중 중재군

의 PI, GI와 PD 등 객관적 구강상태에 차이가 있었던 연구는 중재 후 1

개월에서 1년 후 측정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McGrath et 

al., 2009). 그러나 초음파(ultrasonic) 칫솔을 이용하여 1개월 후 PI가 

감소한 결과를 나타낸 연구(Whitmyer, Terezhalmy, Hujer, & Miller, 

1998)와 클로르헥시딘 바니쉬 도포(chlorhexidine–thymol varnish) 관

리로 1개월 후 PI와 GI의 개선을 확인한 연구(Clavero, Baca, Paloma 

González, & Valderrama, 2006)는 특정 도구의 사용 및 전문가 처치가 

시행된 중재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3개월에서 1년 후 

측정 연구에서도 대부분 불소도포, 스케일링과 같은 전문가 처치가 포함

되는 중재가 제공된 경우 유의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McGrath 

et al., 2009). 넷째, PI 측정은 음식물 섭취와 칫솔질 여부가 결과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수 있어 칫솔질 후 3시간 이내에 측정할 것을 권하

나(O'Leary, et al., 1972) 본 연구에서는 측정자 1인이 모든 대상자를 

측정함에 따라 대상자의 방문 시기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PI 측정 시

간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못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기간의 효과적인 구강건강상태 변화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전

반적인 신체상태 개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전문가

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처치를 제공하는 것이 구강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객관적인 구강상태 측정을 위해 검사 시행 전 대상자의 음

식물 섭취 및 칫솔질 시간 등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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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재 전·후 군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재군의 PI는 중재 후 유

의하게 변화하였고, GI와 PD 수치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조군의 GI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PD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관적 건강상태 총점수는 두 군 모두 개선되지 않았으나 중재군의 뜨겁거

나 찬 음식에 대한 민감정도는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재 후 

전반적인 구강건강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지만 치은염이 

악화되면 치주염 및 치주낭으로 발전하여 치주낭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

므로(대한구강내과학회, 2007), PI의 변화 이후 GI, 그리고 PD의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볼 때, 중재군에 대한 장기 조사시 PD 변화를 포함하는 

구강상태의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지식과 동기, 자기효능감과 행위를 증가시키고, 

추가로 전문가 처치와 같은 치료적 연계를 병행하면 단기간에 구강상태

의 효과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목표를 당화혈색소 7%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ADA, 2012), 사전 조사시 측정한 당화혈색소를 바탕으로 

중재군을 HbA1c 7%이하(혈당관리 양호그룹)와 7%초과(혈당관리 불량

그룹)로 나누어 추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혈당관리 양호그룹의 

결과변수는 중재 후 측정 점수가 모두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고, 지식과 

행위 점수는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그룹 내 중재 전·후 비교에서 혈당

조절 양호그룹은 지식, 행위, PI, GI의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반면 혈당

관리 불량그룹은 중재 전·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뇨

병 자기관리를 잘 수행하는 대상자가 혈당이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점(박

주영, 이태용, 장경숙과 오희영, 2010)에서 혈당관리 양호그룹이 혈당관

리 불량그룹에 비해 당뇨병 자기관리를 잘 하고 있으며, 구강자기관리도 

잘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혈당관리 불량그룹의 대상자들은 BMI 28.69(±4.18)로 나타나 

과체중 범위에 해당하였는데(WHO, 2004), 비만과 조절이 안되는 당뇨

병은 치주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Nishimura et al., 2000),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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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강관리는 추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혈당관리 불량그

룹의 중재 전·후 우울점수가 모두 6점 이상으로 나타나 혈당관리 양호그

룹에 비해 우울 점수가 높았던 것도 대상자의 변화과정에 방해요인이 되

었을 가능성이 있어 추후 중재 적용 시 주기적인 우울의 사정과 우울중

재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혈당조절은 치주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Taylor et al., 2004), 혈당 조절을 위한 당뇨병 자기관리와 구강자기관

리 프로그램을 함께 적용하면 체중조절 등도 같이 개선할 수 있으므로 

구강자기관리 이행에 따른 구강상태 변화 정도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간호학적 의의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면서 당뇨병 합병증 예방을 위한 다양한 중재가 

시행되고 있지만 당뇨병 환자의 구강합병증 발생 예방에 대한 연구에 비

해 아직까지 구강 합병증 예방 및 구강상태 개선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은 찾기 어렵다. 당뇨병 노인의 구강관련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중재를 적용하여 대상자의 지식과 동기, 자기효능감의 증진 효과

를 확인한 본 연구는 간호학 분야에서 보다 넓은 관점으로 대상자의 건

강증진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지역사회 노인복지관의 간

호사가 당뇨병 노인에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중재임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장기적으로 이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지속

적으로 관찰한다면 지역사회 당뇨병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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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한 곳의 복지관에서 시행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당뇨병 노인 대상자

에게 일반화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 노인복지관에서 중재를 시행하며 중

재군에 속하지 않은 대상자들도 구강관리에 관한 사전측정을 통해 자신

의 구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시험효과(testing effect)가 있었으

며, 같은 복지관에서 중재군과 대조군 대상자가 동시에 선정되었으므로 

중재의 확산 효과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있다. 또한 본 연

구에서 중재군과 대조군을 무작위 배정하는 실험설계를 이용하였지만 연

구자가 중재군의 교육과 대조군의 일반적 건강상담을 모두 적용하여 이

중맹검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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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당뇨병이 있는 노인에게 행위 이론 중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 IMB model)을 바탕

으로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상자의 행동변화와 구강상태

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은 

IMB 모델의 개념을 반영하여 교육과 전화상담, 집단 토의 및 실습 등으

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는 노인복지관에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중재군 20

명, 대조군 1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프로그램 효과의 측정을 위해 지식, 동기, 자기효능감과 행위의 변화를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구강상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PI, GI, 

PD의 객관적 측정 및 설문지를 통한 주관적 측정을 시행하였다. 대상자

의 사전조사는 프로그램 제공 전에 시행하였고, 사후조사는 프로그램 종

료 직후 시행하였다.

무작위 사전사후 실험연구 결과 중재군은 대조군에 비해 구강자기관리 

지식과 동기, 자기효능감의 점수는 향상하였으나 구강자기관리 행위변화

와 객관적, 주관적인 구강상태는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당뇨병 환자의 구강자기관리 지식 증가와 

동기 및 자기효능감의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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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

다. 구강자기관리 행위변화의 확인을 위해 중재 프로그램의 기간을 연장

하여 장기효과를 규명하는 것과 효과적인 구강상태 개선을 위해 전문가 

처치와 같은 지역사회 연계의 중재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의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지역사회에서 시행되는 당뇨병 교육과 

본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 후 혈당과 구강상태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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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대상자 보호심의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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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참여자용

연구제목: 당뇨환자를 위한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이 구강상태와 
혈당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는 당뇨병 어르신들의 구강관리를 스스로 잘 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당뇨 어르신들의 구강상태와 혈당 그리고 구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변화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중 스스로 참여를 결정하시고 연구에 
동의하신 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게 되면 연구시작 직후와 연구 종료 후에 구강검사와 혈액검사, 
설문조사를 하시게 됩니다. 구강검사와 혈액검사는 전문인력이 수행할 것이며, 
구강검사 후 잇몸 상태에 따라 잇몸 출혈이 있을 수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이며, 
며칠 내 자연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혈액검사는 손가락 끝에서 채혈침을 
이용하여 시행할 것이며, 충분히 지혈 시 특별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검사와 설문조사를 하는데 약 30-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약간의 사례가 있습니다. 
   1그룹에 해당하시는 분은 매주 한 번씩 8주간 구강자기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모든 교육에 참여하신 분께는 교육용 책자와 구강관리용품을 
선물로 드릴 것입니다. 
   2그룹에 해당하시는 분은 연구 시작 한 달(4주) 후 건강상담을 받으시게 되며, 
연구 종료(8주) 후 교육책자와 구강관리용품을 받으시게 됩니다.  
   어르신들의 자료는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적인 사항 및 모든 
정보는 연구자만이 알 수 있도록 처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것입니다. 연구가 끝난 
후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는 모든 정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버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귀중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성명 (서명):              날짜: 2014년      월     일

동의서 설명자  성명 (서명):            날짜: 2014년      월     일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 보호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구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김세안
연락처: 02-740-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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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용

연구제목: 당뇨환자를 위한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이 구강상태와 
혈당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는 당뇨병 어르신들의 구강관리를 스스로 잘 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당뇨 어르신들의 구강상태와 혈당 그리고 구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변화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중 스스로 참여를 결정하시고 연구에 
동의하신 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게 되면 연구시작 직후와 연구 종료 후에 구강검사와 혈액검사, 
설문조사를 하시게 됩니다. 구강검사와 혈액검사는 전문인력이 수행할 것이며, 
구강검사 후 잇몸 상태에 따라 잇몸 출혈이 있을 수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이며, 
며칠 내 자연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혈액검사는 손가락 끝에서 채혈침을 
이용하여 시행할 것이며, 충분히 지혈 시 특별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검사와 설문조사를 하는데 약 30-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약간의 사례가 있습니다. 
   1그룹에 해당하시는 분은 매주 한 번씩 8주간 구강자기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모든 교육에 참여하신 분께는 교육용 책자와 구강관리용품을 
선물로 드릴 것입니다. 
   2그룹에 해당하시는 분은 연구 시작 한 달(4주) 후 건강상담을 받으시게 되며, 
연구 종료(8주) 후 교육책자와 구강관리용품을 받으시게 됩니다.  
   어르신들의 자료는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적인 사항 및 모든 
정보는 연구자만이 알 수 있도록 처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것입니다. 연구가 끝난 
후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는 모든 정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버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귀중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성명 (서명):              날짜: 2014년      월     일

동의서 설명자  성명 (서명):            날짜: 2014년      월     일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 보호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구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김세안
연락처: 02-740-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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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조사지

구강자기관리 정보(당뇨병 구강관리 관련 지식)

다음의 문항을 읽고 V 표 해 주십시오.

문항 그렇다 아니다
모르 

겠다

1 충치를 예방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칫솔질이다.

2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먹으면 치아건강에 도움이 된다.

3 칫솔질을 할 때 혀도 닦아야 한다.

4 소금으로 이를 닦으면 건강하다.

5
스케일링을 받으면 이가 깎이고, 흔들리는 등 

부작용이 많다.

6 구강정기검진은 6개월에 한 번씩 한다.

7 충치는 프라그(치태) 때문에 생긴다.

8 불소는 충치를 예방해 준다.

9 당뇨병 환자는 구강에 염증이 생기기 쉽다.

10 당뇨병 환자는 잇몸질환이 생기기 쉽다.

11 당뇨병은 치아와 잇몸상태를 나쁘게 만들 수 있다.

12 구강이 건조한 사람은 구강 속에 염증이 생기기 쉽다.

13 구강이 건조한 사람은 충치가 생기기 쉽다.

14
칫솔질을 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이것은 

잇몸질환의 초기 증상이다.

15 잇몸질환으로 인해 치아가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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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자기관리 동기(구강자기관리 태도변화)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가지 이상을 말

합니다.

치실 사용하기 

치간칫솔 사용하기

이쑤시개 사용하기

잇몸자극도구 사용하기 

물로 입 속 헹구기

치아 사이 청결을 위해 다른 특

별한 도구를 사용하기

손으로 하는 칫솔질, 전동칫솔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어르신의 최근 행동에 가장 가까운 답을 한 가지 고

르세요.

1. 얼마나 자주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합니까?

① 매일 → 2번 문항 ② 일주일에 3-5회 → 2번 문항

③ 일주일에 1-2회 → 3번 문항 ④ 아주 가끔 → 3번 문항   

⑤ 전혀 안 함 → 3번 문항

2.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하신지는 최근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에서 1년 사이      ③ 1년 이상

3. 한 달 이내에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할 계획이십니까?

① 할 것이다.   

② 그럴 것 같다 → 4번 문항   

③ 별로 생각이 없다 → 4번 문항

4. 6개월 이내에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① 할 것이다.      ② 그럴 것 같다.      ③ 별로 생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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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응답에 따른 변화 단계 

고려 전

(precontem

plation)

고려

(contempl

ation)

준비

(preparati

on)

실행

(action)

유지

(maintenan

ce)

1. 얼마나 자주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합니까?

< 3 회/주 < 3 회/주 < 3 회/주
3회 

이상/주

3회 

이상/주

2.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하신지는 

최근 얼마나 

되셨습니까?

< 6 개월
6 개월 

이상

3. 한 달 이내에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럴 것 

같다/

별로 생각이 

없다

할 것이다

4. 6개월 이내에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것 

같다/

별로 생각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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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MOS-SSS)

문항

전

혀 

없

다

거

의 

없

다

약

간 

있

다

대

부

분 

있

다

항

상 

있

다

정서적

지지

·

정보적

지지

1 내가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

2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조언을 해 줄 사람이 

있다.

3 내가 어떠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다.

4 내 자신이나 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믿고 

의논할 사람이 있다.

5 내가 진정으로 조언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 

6 나의 가장 개인적인 근심과 두려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

7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언을 구할 

사람이 있다.

긍정적 

사회

상호

작용

8 나의 문제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9 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사람이 있다.

10 나와 함께 휴식을 즐길 사람이 있다.

11 내가 근심을 잊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사람이 

있다.

12 나와 즐거운 것을 함께 할 사람이 있다.

물질적

지지 

13 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도와 줄 사람이 있다.

14 내가 아플 때 의사에게 데려갈 사람이 있다.

15 내가 직접 식사 준비를 할 수 없을 때 대신 

음식을 만들어 줄 사람이 있다.

16 내가 아플 때 일상의 집안일을 도와 줄 사람이 

있다.

애정적

지지

17 내게 사랑과 호감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18 내게 애정을 가지고 나를 안고 등을 토닥거려줄 

사람이 있다.

19 나를 사랑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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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자기관리 행동기술(구강자기관리 자기효능감)

다음의 문항을 읽고 V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

보통

이다

자신이 

있다

매우 

자신이 

있다 

1 나는 (잇몸질환) 치료를 위해 치과에 갈 수 

있다.

2 나는 (잇몸)치료를 위해 의료진에게 협력할 수 

있다. 

3 나는 치료가 끝나도, 규칙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4 나는 다른 일이나 집안 일로 바빠도 규칙적인 

구강 검진을 받을 수 있다. 

5 나는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 않아도 규칙적인 

구강 검진을 받을 수 있다. 

6 나는 배운대로 이를 닦을 수 있다.

7 나는 정성들여 꼼꼼하게 이를 닦을 수 있다.

8 나는 치아와 잇몸 경계부위를 잘 닦을 수 있다. 

9 나는 칫솔을 빠르고 짧게 움직여 닦을 수 있다. 

10 나는 정성껏 이를 닦기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다.

11 나는 식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끌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다. 

12 나는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다. 

13 균형잡힌 식사를 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14 나는 자기 직전 단 음료수를 마시지 않도록 할 

수 있다. 

15 나는 단 음식을 많이 먹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다. 



- 102 -

구강 자기관리 행위(구강건강 실천행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식사시간이 규칙적입니까?

2 하루 세끼를 모두 드십니까?

3 물을 자주 마십니까?

4 하루 동안 칫솔질을 몇 번 

합니까?
0회 1회 2회

3회

이상

매 

음식 

섭취 

마다

5 현재 칫솔 외에 사용하고 있는 

구강관리용품은 몇 개입니까?

치실, 치간칫솔, 구강양치용액, 

잇몸자극도구, 혀세척기, 

기타(            )

없다 1개 2 3
4개 

이상

6 구강관리용품은 일주일에 몇 번 

사용하십니까? 
0회 1-2회 3-4회 5-6회 매일

객관적 구강증상 

GI GI

PD PD

O’Leary O’Leary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O’Leary O’Leary

PD PD

GI 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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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구강증상 

문항
전혀 

없다

아주 

가끔 

있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항상 

있다

1 음식을 씹거나 베어 무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2 가만히 있어도 이가 아픈 적(치통)이 있습니까?

3 뜨겁거나 찬 음식에 민감하십니까?

4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끼십니까?

5 입이 마른 적이 있습니까?

6 입에서 냄새가 나십니까?

7
입안이 헐거나 입천장이나 뺨이 아픈 적이 

있습니까?

8
본인의 치주조직(잇몸)의 건강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 

이다

잇몸 

에서 

피가 

난다

치석이 

많다

잇몸이 

자주 

붓는다

이가 

흔들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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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상태

문항 예 아니오

1 어르신은 평소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2 어르신은 활동과 흥미가 많이 저하되었습니까?

3 어르신은 앞날에 대해서 희망적입니까?

4 어르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맑은 정신으로 지내십니까?

5 어르신은 대부분의 시간이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6
어르신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7 어르신은 가끔 낙담하고 우울하다고 느끼십니까?

8
어르신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매우 가치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9 어르신은 인생이 매우 흥미롭다고 느끼십니까?

10 어르신은 활력이 충만하다고 느끼십니까?

11 어르신은 자주 사소한 일에 마음의 동요를 느끼십니까?

12 어르신은 자주 울고 싶다고 느끼십니까?

13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습니까?

14 어르신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수월하십니까?

15 어르신의 마음은 이전처럼 편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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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1.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2. 연령 만 _______세

3. 동거가족 모두 표시 ① 혼자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손 자녀 ⑤ 형제자매 ⑥ 기타

4. 학력     ① 무학 ② 초등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⑥기타

5. 직업 ① 없음 

② 있음(분야:             )

6. 경제상태 ① 상 ② 중   ③ 하

7. 혈당 관리법

(모두)

① 경구혈당강하제 ② 인슐린 

③ 식이요법 ④ 운동요법 

⑤ 기타(        )

8. 진단받은 질환 중 현재 앓고 

있는 질환(모두)

(                              )

9. 당뇨약 외 복용 중인 약물 

(모두)

(                              )

10. 흡연 여부 ① 아니오 

② 예

   (하루에 피는 담배 개비 :       )

11. 하루(1일) 동안 이닦기 횟수 (               )회

12. 구강교육 참여 경험 ① 없음  ② 있음 (횟수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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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추가 분석 결과

 

Figure 6. Change of Oral Self-Care Knowledge from Pre-test to 

Post-test by HbA1c level in Intervention Group

Figure 7. Change of Oral Self-Care Behavior from Pre-test to 

Post-test by HbA1c level in Interven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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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hange of PI from Pre-test to Post-test by HbA1c level 

in Intervention Group

Figure 9. Change of GI from Pre-test to Post-test by HbA1c 

level in Interven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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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HbA1c>7.0 and 

≤7.0 groups in Intervention Group

Chracteristics Categories

HbA1c≤7.0 

(n=14)

HbA1c>7.0 

(n=6)
Z/χ2 p

n(%) or 

mean±SD

n(%) or 

mean±SD

Age(years) 78.29±5.74 75.0±2.33 -1.118 .264

Education None 2(14.3) 1(16.7)

-.479 .632

Elementary 

school
6(42.9) 3(50.0)

Middle school 2(14.3) 1(16.7)

High school 3(21.4) 1(16.7)

College or 

more
1(7.1) 0(0)

Living with Alone 8(57.1) 2(33.3)

-1.476 .140

Spouse 1(7.1) 2(33.3)

Two 

generations
4(28.7) 2(33.3)

Three 

generations
1(7.1) 0(0)

Employed Yes 1(7.1) 1(16.7)
-.634 .526

No 13(92.9) 5(83.3)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 0(0) 0(0)

-.208 .836Middle 10(71.4) 4(66.7)

Low 4(28.6) 2(33.3)

Body Mass 

Index(kg/m2)
24.61±2.07 28.69±4.18 -1.815 .070

MMSE 26.79±2.11 27.33±1.75 -.508 .611

Note.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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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Comparison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HbA1c>7.0 

and ≤7.0 groups in Intervention Group 

Variable Time

HbA1c≤7.0 

(n=14)

HbA1c>7.0 

(n=6)
Z/χ2 p

n(%) or 

mean±SD

n(%) or 

mean±SD

Oral self-care motivation

Stage of 

change†

Pre
Stage 1,2,3 10(71.4) 4(66.7) 5.476 .352

Stage 4,5 4(28.6) 2(33.3)

Post
Stage 1,2,3 2(14.3) 2(33.3) 2.626 .659

Stage 4,5 12(85.7) 4(66.7)

Social 

support

Pre 65.79±27.14 61.33±24.11 .346 .733

Post 70.64±27.64 72.33±23.47 -.130 .898

Oral self-care 

self-efficacy

Pre 62.07±7.47 62.50±12.75 -.095 .925

Post 63.07±7.77 61.00±7.09 .559 .583

Objective oral health status

PI Pre 16.45±8.13 22.85±12.55 -1.262 .226

Post 10.58±10.50 17.15±5.71 -1.303 .092

GI Pre 1.33±0.37 1.28±0.42 .283 .780

Post 1.09±0.36 1.21±0.52 -.588 .564

PD Pre 3.85±1.02 3.66±1.03 .379 .709

Post 3.57±1.01 3.33±1.50 .416 .682

Note. PI=Plaque Index, GI=Gingival Index, PD=Probing Depth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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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Comparison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HbA1c>7.0 

and ≤7.0 groups in Intervention Group (continued) 

Variable Time

HbA1c≤7.0 

(n=14)

HbA1c>7.0 

(n=6) Z p

mean±SD mean±SD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Total
Pre 18.29±5.75 17.83±8.28 .141 .889

Post 19.07±6.29 16.33±7.01 .863 .399

Trouble 

biting/chewing

Pre 2.21±1.36 2.33±1.50 -.173 .864

Post 2.71±1.68 2.17±1.60 .675 .508

Toothache
Pre 1.29±0.46 1.17±0.40 .539 .597

Post 1.36±0.74 1.00±0.00 1.794 .096

Sensitivity cold/hot
Pre 2.21±1.52 2.00±1.67 .280 .783

Post 2.00±1.24 1.83±1.32 .270 .790

Food impaction
Pre 3.21±1.18 2.50±1.64 1.100 .286

Post 2.93±1.38 2.00±1.54 1.329 .201

Dry mouth
Pre 2.71±1.20 3.17±1.47 -.722 .480

Post 2.93±1.38 3.67±1.63 -1.038 .313

Malodor
Pre 2.14±1.09 2.67±1.36 1.252 .226

Post 2.57±1.28 2.50±1.51 .108 .915

Oral sore spot
Pre 2.07±1.32 1.33±0.81 -.285 .779

Post 2.29±1.68 1.67±1.63 .760 .457

Periodontal health
Pre 2.43±1.74 2.67±1.63 .141 .889

Post 2.29±1.32 1.50±1.22 1.240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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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제 세부 내용 진행과정

1

올바른 구강관리 구강의 구조

구강의 기능

구강관리의 필요성

노화로 인한 변화

당뇨병 환자의 구강관리 

중요성

구강관리 방법

구강관리용품 사용

올바른 칫솔질

틀니관리

구강관리 동영상

프로그램의 목적 설명

강의

주요 내용 강조

올바른 칫솔질 실습

단기계획 수립

다짐하기

다음 참석 확인

2

입 체조 입체조의 목적

입체조의 효과

주의사항

입체조 배우기

잇몸 마사지

입체조 동영상

지난 시간 내용 복습

강의

퀴즈

주요 내용 강조

구강자기관리 이점과 방해요인 확인

올바른 칫솔질, 치간칫솔 사용법 실습

단기계획 수립

다짐하기

다음 참석 확인

3

올바른 식습관과 

구강건강

식이와 구강건강

올바른 식습관

증상에 따른 식이

식생활 지침

구강관리 방법

지난 시간 내용 복습

강의

퀴즈

주요 내용 강조

구강자기관리 이점과 방해요인 확인

칫솔질 확인

입체조 시행

단기계획 수립

다짐하기

다음 참석 확인

4

구강질환과 당뇨합병증 당뇨 합병증-구강 질환

구강 질환의 종류

구강 질환의 증상

증상에 따른 관리방법

지난 시간 내용 복습

강의

퀴즈

주요 내용 강조

구강자기관리 이점과 방해요인 확인

칫솔질, 치간칫솔 사용법 확인

입체조 시행

단기계획 수립

다짐하기

다음 참석 확인

부록 5. 구강자기관리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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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제 세부 내용 진행과정

5

혈당관리와 구강건강 혈당변화와 구강상태

고혈당과 구강 변화

구강 합병증 확인

치과진료시 주의사항

치과치료지침

당뇨병 약물 복용의 

중요성

지난 시간 내용 복습

강의

퀴즈

주요 내용 강조

구강자기관리 이점과 방해요인 확인

칫솔질, 치간칫솔 사용법 확인

입체조 시행

단기계획 수립

다짐하기

다음 참석 확인

6

지속적인 구강관리 구강관리를 위한 준비

구강위생용품

정기적 치과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

구강관리방법

지난 시간 내용 복습

강의

퀴즈

주요 내용 강조

구강자기관리 이점과 방해요인 확인

칫솔질, 치간칫솔 사용법 확인

입체조 시행

단기계획 수립

다짐하기

다음 참석 확인

7

구강관리를 위한 

자원활용

사용가능한 자원 종류

시설자원과 인적자원

나의 자원 확인

보건소 소개

복지관 소개

의료기관

사회적 지지

구강자기관리 장기계획 

지난 시간 내용 복습

강의

퀴즈

주요 내용 강조

구강자기관리 이점과 방해요인 확인

칫솔질, 치간칫솔 사용법 확인

입체조 시행

단기계획 수립

다짐하기

다음 참석 확인

8
교육 내용 정리 및 

프로그램 평가

주요내용 확인 및 강조

프로그램 만족도 확인

장기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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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n oral self-care program on 

knowledge, motivation, self-efficacy, behavior and oral 

health status in a senior center patients with diabetes

Kim, Se-A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number of diabetic patients increases, various intervention 

programs are implemented to prevent complications. However, there 

are few intervention programs for prevention of oral complications 

and improvement of oral status for diabetes patients. This study 

developed an oral self-care program based on IMB 

model(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model) implemented 

intervention programs which intended for elderly with diabetes in a 

senior center and attempted to verify the effects of oral self-care 

program on oral self-care knowledge, motivations, self-efficacy, 

behaviors and oral health status.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elderly diabetic patients aged 65 and 

over who were registered in a senior center in Seoul City. 

Randomized control pre-post experiment design was employed to 

examine the effects of oral self-care program, and participant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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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were divided into intervention group (n=20) and control group 

(n=18).

Intervention group was provided with a total of 8 weeks of 

education, phone counseling, group discussions and practices, 

whereas control group was given one-time general health counseling. 

In order to assess the effects of oral self-care program, 

questionnaire surveys were used to measure knowledge, motivations, 

self-efficacy, behavior change and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while 

PI(Plaque Index), GI(Gingival Index) and PD(Probing Depth) were 

utilized to measure objective oral health status.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increases 

in oral self-care knowledge(p=.022), motivations, self-efficacy(p=.008) 

of intervention group after intervention program were implemented, 

as compared to control group. Ther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tivations, stage of change(p=.046) and social support 

(p=.024) between intervention group and control group.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identified in behavior change, and 

objective and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between the two groups.

Therefore, oral self-care program, which was developed in this 

study, was found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elderly diabetic 

patients’oral self-care knowledge, motivations and self-efficacy. 

However,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recommended to be toward 

studies to verify the effects of oral self-care programs by extending 

the period of intervention programs.

keywords : Oral self-care program, Eldery, Diabetes mellitus, IMB 

model, Oral health status

Student Number : 2005-3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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