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질병의 개념이 치료 중심에서 건강증진과 예방

중심으로변화하면서구강건강에대한관심과이를증진

하려는 요구도 증가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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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교의 치위생과정과 임상의 치위생과정을 적용한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을 각 단계별 분석하여 학교와 
임상간의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괴리감을 낮추고, 치위생과정이 임상에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
었다. 연구방법은 총 199명으로 (임상에서 치위생과정을 적용한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을 받은 환자 100명과 S대학교 치위
생학과에 내원한 대상자 99명의 치위생관리 기록부) 최종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으로 치위생과정 중 치위생문제와 치위생
계획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와 임상의 두 그룹에서 대상자의 치위생문제 발생률의 관련요인으로 17개 항목 중 
6개의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대상자의 관리계획 12개의 항목 중 1개의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와 임산 간 치위생진단과 계획에서 많은 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수정, 보완하는 노력을 한다면 치위생과정이 임상에서 우수한 구강건강관리프로
그램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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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reduce the gap between hygienists’ work in schools and dental clinic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an oral health program based on the dental hygiene process. The denta hygiene 
process can spread widely in dental clinics by analyzing the dental hygiene process at each stage. The charts 
of a total of 199 people (100 people from the clinic and 99 people from the school) were finally analyzed. 
analysis of dental hygiene problems and dental hygiene plan in dental hygiene process. As a result, among the 
17 factors related to dental hygiene problems, 6 factors were similar between the school group and the clinic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the remaining 11 factors. With regard to the 12 
items of the hygiene management pla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11 items.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dental hygiene process of the school and the clinic in terms of the diagnosis and 
planning of dental health. the routine dental health care of patients can be effectively carried out by dental 
hygienists. Therefore, the dental hygiene process should be adopted by the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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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민들은 과거보다 전문적이고 숙련된 의료

인력의 공급과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구강병의 예방과 교육, 관리 업무를 전담

하는치과위생사역할에전문성과고유성이요구되고있

다[2].

환자의구강건강은구강상태뿐아니라성별, 나이, 전

신건강,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 및 사회, 경제, 문화적 요

인등이복합적으로영향을미치므로구강건강관리를위

한계획을수립할때개인의특성에맞춰적합한구강건

강관리를 해야 한다[3].

이러한 근거중심의 구강건강관리는 환자를 총체적으

로이해하고융합적인판단을함으로써임상적으로가장

적합한 근거를 찾아내는 활동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치과위생사는 법률적으로 치위생업무인 스케일링와 예

방처치, 구강위생업무가규정되어있지만, 실제로는치과

진료보조 업무수행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학

교에서도 임상 치위생영역에서 단편적인 임상술식에 편

중되어 융합적이고, 포괄적인 치위생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있으므로통합적이고포괄적인임상실무능력배양

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 치위생(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포

괄적인 수업인 치위생과정은 미국치과위생사협회에서

1985년에치위생진료표준으로발표된것으로환자평가,

계획, 실행, 평가의네가지범주를제시하였다[4]. 그 후,

1995년 Mueller-Joseph과 Petersen은 진단적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환자평가와 치위생 진단, 계획, 실행,

평가의 다섯 단계로 재구성하였다[5]. 치위생 진단은 전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여

고객의 필요를 규명하는 단계이므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환자의 문제를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

이다. 이 단계에서치과위생사는임상이론과문제해결능

력에근거하여판단하고의사결정을해야하지만교과과

정중 68%가 수행단계에편중되어사정, 치위생진단, 계

획수립에 대한체계적인교육내용이부족하기 때문에[6]

졸업후임상에있는치과위생사가치위생과정을적용한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을 수행하기 힘들다. 특히 임상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치위생진단의 어려움과 계속교육의

기회부족의어려움등으로업무수행의어려움을호소하

고 있다[7].

따라서치위생과정에대한융합적이고, 포괄적인내용

을 포함하여 치위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치위생 진단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치위생진단의목적은치위생중재를할수있는문제

나상태에초점을맞추어치료계획을세울수있도록하

는것이다[6]. 치위생진단에따라세워진계획은자료평

가와 치위생 진단을 통하여 확정된 환자의 필요를 충족

시키고실행가능한포괄적인내용으로구성된것으로[8]

치위생 진단에 포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처치

및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미미국등에서는치위생과교육과정의인정기준으

로 치위생과정 중심의 수행능력에 기반을 둔 교육을 요

구하고 있고[9], 세계치과위생사연맹에서는 치위생과정

에따라치과위생사업무에관한교육을수행할것을권

고하고 있다[10]. 국내 연구에서도 치위생과정은 임상에

서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임상적인 결과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만족도도 높았다[12].

따라서 임상에서 치위생과정을 적용한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제대로활용하기위해서는1학교에서배운치

위생과정과 임상에 적용 된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을 각

단계별로 비교하여 차이를 확인해야하며, 특히 치위생

진단에서 문제와 관련요인 분석, 예방처치 계획의 정확

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치위생과정을 임상에

적용한사례연구는있지만[12,13], 치위생 진단과계획을

확인하여학교와임상을융합적으로비교한연구는미비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치

위생과정과 임상에 적용된 치위생과정의 치위생기록부

를 각 단계별로 분석하여 향후 학교와 임상에서 치과위

생사 업무에 대한 괴리감을 낮추고, 예방진료실에서 치

과위생사업무범위에서가능한체계적이고, 융합적인구

강건강관리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에 치위생과정을 적

극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의 치위생과정과 임상의 치위

생과정을 적용한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을 각 단계별 분

석을 시행하여 그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

하여학교와임상간의치과위생사업무에대한괴리감을

낮추고, 포괄적이고체계적인치위생과정을임상에융합

적으로 적용한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이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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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6년 1월부터 부산광역시 M치과에서 1

년간계속적으로임상예방진료를받은환자 100명과 S대

학교 치위생학과에 내원한 대상자 300명중 기록이 명확

한 99명의 치위생관리 기록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이는

치과병원의무기록에준하여 “필수의무기록서식별주요

기재내용 및 작성지침”에 따라 “연구용 의무기록 대출

및열람”하였으며모든대상자는자료활용에대한동의

서를 받은 후 진행되었다.

2.2 연구 도구
치위생과정[14-16]

치위생과정은 치위생사정, 치위생진단, 치위생계획,

치위생수행, 치위생평가, 문서화를 포함하고, 그 과정에

따라수행되는진행과정은계속중복되거나동시에일어

난다[Fig. 1]<Table 1>.

2.3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ver. 24.0 (IBM Co.,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일반적인

특성은 Fisher's exact test와 student's t-test를 시행하

였다. 치위생문제 발생률의 관련요인 비교와 관리계획

비교는 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였고, 유의수준 p<.05

를 기준으로 검정하였다.

[Fig. 1] Dental hygiene process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교

Dental Hygiene
Process

Contents

Assessment Assessment is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systematic and oral health data in order to identify client needs.

Diagnosis
Dental hygiene diagnosis as the identification of an individual’s health behaviors, attitudes, and oral health care needs for
which a dental hygienist is educationally qualified and licensed to provide. The dental hygiene diagnosis requires
evidence-based critical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assessments in order to reach conclusions about the patient’s dental
hygiene treatment needs.

Planning
Planning is the establishment of realistic goals and the selection of dental hygiene interventions that can move the client
closer to optimal oral health.

Implement Implementation is the act of carrying out the dental hygiene plan of care.

Evaluation
Evaluation is the measurement of the extent to which the client has achieved the goals specified in the dental hygiene
care plan.

Documentation

Documentation is the primary goals of good documentation are to maintain continuity of care, provide a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among treating providers, and to minimize the risk of exposure to malpractice claims. Dental
hygiene records are considered legal documents and as such should include the complete and accurate recording of all
collected data, treatment planned and provided, recommendations (both oral and written), referrals, prescriptions,
patient/client comments and related communication, treatment outcomes and patient satisfaction, and other information
relevant to patient care and treatment.

<Table 1> Dental hygien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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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일반적특성을비교한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학교와 임상에서 성별은 학교와 임상 모두 여자보

다남자의비율이조금더높았으며, 유의한차이가없었

다. 연령은학교는평균 22세, 임상은평균 34세로학교보

다 임상이 더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School (N=99) Clinic (N=100) p

*Sex Male 52(52.5) 56(56.0)
.623

Female 47(47.5) 44(44.0)
†Age 22.54± 4.65 34.08±14.09 .000†

Values are presented as n (%) or mean±standard deviation. *By
Fisher's exact test (p＜0.05), †by student's t-test(p＜0.05).

<Table 2>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Dental hygiene problems Related factors School (N=99) Clinic (N=100) p
Possibility of enamel
demineralization

91( 92.9) 7( 7.1) .000*

Incorrect eating habits 60 7
Insufficient oral health education 37 0
Irregular dental visits 58 0
Unused fluorine 14 0
No interdental cleaning 13 0
Inadequate dental plaque management 20 5

Adjacent interdental calculus 29(100.0) 0( 0.0) .000*

Insufficient oral health education 13 0
Do not use oral care products 29 0

Gingival bleeding 71( 56.3) 55( 43.7) .014*

Irregular scaling 20 0
Irregular dental visits 14 3
Insufficient oral health education 27 10
Do not use oral care products 15 25
Inadequate dental plaque management 30 53
Adjacent dental calculus 41 15
Smoking 14 0

Dental plaque deposition 97( 54.5) 81( 45.5) .000*

Insufficient oral health education 83 28
Do not use oral care products 79 57
Irregular dental visits 35 9
No interdental cleaning 48 65
Smoking 4 0

Possibility of root exposure 27( 60.0) 18( 40.0) .118
Insufficient oral health education 23 18
Strong occlusal pressure 10 0

Attrition 24(100.0) 0( 0.0) .000*

Strong occlusal pressure 22 0
Irregular dentition 2 0

Stain 12( 46.2) 14( 53.8) .694
Smoking 10 3
Ingestion of colorable beverages 2 11

Adjacent dental calculus 91( 57.2) 68( 42.8) .000*

Irregular scaling 73 10
Insufficient oral health education 39 31
Inadequate dental plaque management 54 60
Do not use oral care products 15 49
Irregular dental visits 47 7
Dental fear 2 0
Incorrect eating habits 2 0
Unused fluorine 2 0

Possibility of interdental enamel
demineralization

4( 40.0) 6( 60.0) .527

Insufficient oral health education 2 3

<Table 3> Comparison of related factors of dental hygien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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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치위생문제 발생률의 관련요인 비교
대상자의치위생문제발생률의관련요인을비교분석

한결과는 <Table 3>과같다. 학교와임상의치위생문제

중치근노출가능성, 치면착색, 인접면우식가능성, 구취,

이 시림, 식편압입을제외하고모든항목에서유의한차

이가 있었다(p＜0.05). 법랑질 탈회 가능성의 문제에서

가장높은관련성을보인요인은두그룹모두올바르지

못한식이습관이었고, 인접면치석침착의문제에서는학

교그룹만 구강보건교육의 부족이었고, 치은출혈의 문제

에서는학교그룹은치석침착, 임상그룹은치면세균막관

리 미흡이 가장 높은 관련요인이었다. 치면세균막 침착

의문제에서는학교그룹은구강보건교육부족이, 임상그

룹은 치간세정 미실시가 가장 높았고, 치근노출 가능성

의 문제에서는 두 집단 모두 구강보건교육 부족이 가장

높은관련요인이었다. 교모의문제에서는학교그룹만강

한 교합압이 가장 큰 관련요인이었고, 치면착색의 문제

에서는학교그룹은흡연, 임상그룹은착색가능한음료의

섭취가가장높은관련요인이었다. 치석침착의문제에서

는 학교그룹은 비정기적 스케일링이 임상그룹은 치면세

균막관리미흡이가장높았고, 인접면법랑질탈회가능

성의 문제에서는 두 집단 모두 구강관리용품 미사용이

가장높은관련요인이었다. 비정기적치과방문의문제에

서는 학교그룹은 치과공포가 임상그룹은 구강건강 인식

부족이 가장 높은 관련요인이었다. 구취의 문제에서는

학교그룹은치면세균막관리미흡이임상그룹은혀미세

정이 가장 높았고, 치과 공포의 문제에서는 학교그룹만

과거치과 경험이 가장 높은 관련요인이었다. 턱관절 장

애 가능성의 문제에서는 학교그룹은 심한 스트레스, 임

상그룹은 올바르지 못한 식이습관이 가장 높았고, 이 시

림의문제에서는두집단모두치근노출이가장높은관

련요인이었다. 심미적문제의문제에서는학교그룹만치

면착색이가장높았고, 식편압입의문제에서는학교그룹

만 불규칙한 치열이, 부정치열 발생 가능성의 문제에서

는학교그룹만미맹출이가장높은관련요인으로나타났

다.

3.3 대상자의 관리계획 비교
대상자의관리계획을비교한결과는 <Table 4>와같

다. 관리계획 중 스케일링는 학교와 임상모두 제일 높은

비중을나타내었고, 와타나베는학교보다임상에서비중

Do not use oral care products 4 6
Irregular dentition 2 0

Irregular dental visits 16( 69.6) 7( 30.4) .043*

Dental fear 18 0
Insufficient oral health awareness. 0 7

Halitosis 18( 42.9) 24( 57.1) .315
Inadequate dental plaque management 16 11
Do not clean the tongue. 8 18
Smoking 6 3

Dental fear 14(100.0) 0( 0.0) .000*

Past dental experience 8 0
Irregular dental visits 6 0

Possibility of jaw joint disorder
30( 83.3) 6( 16.7) .000*

Attrition bruxism 10 0
Incorrect eating habits 6 3
Severe stress 18 0
Strong occlusal pressure 10 0
Irregular dentition 10 0

Sensitivity 7( 58.3) 5( 41.7) .540
Root exposure 7 3
Incorrect brushing 2 2

Aesthetic problem 18(100.0) 0( 0.0) .000*

Stain 10 0
Irregular dentition 8 0

Food pressing 2(100.0) 0( 0.0) .153
Irregular dentition 2 0

Possibility of malocclusion 4(100.0) 0( 0.0) .042*

Unerupted tooth 4 0
Values are presented as n (%). *By Fisher's exact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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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높았다. 불소도포와 식이조절은 학교가 임상보다

더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고, 구강보건교육은 학교보다

임상에서 더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에어젯과 금연교

육은 학교가 더 많은 비중을 나타내었고, 치면연마는 임

상이 더 많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턱관절 교육과 실란트

는 학교가 더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고, PMTC와 구취교

육은임상이더높은비중을나타내었다. 관리계획중치

면연마를제외하고모든항목에서유의한차이가있었다

(p＜0.05).

4. 고찰 및 결론
예방에대한중요성이확산되면서환자의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구강건강관리프

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해당프로그램을 수행하

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도 증대되었다. 임상에서 구강건

강관리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업무를 치과위생사가 수행

하고, 그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주체적으로 대상자의 구

강을예방관리할수있는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에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위생학과의 교육과정 중 치위생과

정의 활용도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치위생과정은치위생업무에대하여총체적이고융합

적으로 포괄하는 것으로 임상에서 구강건강관리프로그

램으로 적용가능하고, 활용가능성이 높다[17,18]. 하지만

학교의 치위생과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임상적인 한

계가 있으므로 임상에서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활

용할경우학교와임상의차이를분석하여향후학교와

임상의괴리감을낮추는상호보완적인교육을시행해야

할 것이다.

치과위생사의교육은임상과연계되어야하지만여전

히 지식, 기술 및 태도 등과 거리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

적되었고, 이에 따라 학교 교육과 임상의 괴리감을 낮추

기 위해 실제적인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

는 전문대학의 교육방침으로 국가역량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NQF)나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을 요구하였고,

이는 산업현장의 직무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

하고, 일, 교육, 훈련, 자격을 연계시켜모든직무에요구

되는 직무능력을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하는 것으로

[19,20] 이러한흐름에따라학교에서는교육과임상업무

와의 연계성을 확인하여 최소화하고자 하는 교육내용으

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

치과진료협력자의 역할에 많이 치중되어 있지만, 최근

예방이 활성화 되면서 예방진료처치자, 구강보건교육자

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어 학교와 임상간의 예방에 대

한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박 등[21]은 임상에서 예방진료처치업무 중 스케일링

은 89.9%로 높지만 환자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치아우식

활성검사하기와식이분석하기는 8%로매우낮았고, 김

과김의연구에서도스케일링은 94.7%인 반면, 치아우식

활성검사하기는 19%로가장낮았다[22]. 이는 예방진료

처치자로써 다양한 예방처치 중 스케일링에만 치중하고

Management plan School (N=99) Clinic (N=100) p

Scaling 95( 48.7) 100( 51.3) .042*

PTC(Professional Tooth Cleaning) 59( 39.3) 91( 60.7) .000*

Fluoride application 87( 62.1) 53( 37.9) .000*

Dietary education 24( 80.0) 6( 20.0) .000*

Oral health education 29( 31.2) 64( 68.8) .000*

Air-Jet 8(100.0) 0( 0.0) .004*

Non-smoking education 34(100.0) 0( 0.0) .000*

Dental polishing 4( 44.4) 5( 55.6) .745

Jaw joint disorder prevention education 24( 80.0) 6( 20.0) .000*

Sealant 26(100.0) 0( 0.0) .000*

PMTC(Professional Mechanical Tooth Cleaning) 2( 3.8) 50( 96.2) .000*

Halitosis education 0( 0.0) 10(100.0) .001*

Values are presented as n (%). *By Fisher's exact test (p＜0.05).

<Table 4> Comparison of dental hygiene managemen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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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환자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과

정에 대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의 수행은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

이치위생진단과정이다. 이는대상자의전반적인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치위생계획 및 치위생실행을 위해

문제와 관련요인을 판단하는 단계로 간호 진단 모델에

기본을두고있지만, 질병의모든측면을다루지않고, 질

병에 대한 용어 사용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지

만, 치의학적 진단명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중함을 기

해야 한다[5]. 예로 치주염은 치의학적 진단이지만, 현재

의문제를초래한행태는구강보건교육, 구강건강행동변

화전략, 구강위생관리및예방처치에의해변화가능성이

있으므로 장래의 치주질환 진행가능성 여부는 치과위생

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치위생진단이 가능하다.

따라서치위생진단과정은다음단계의진행을위하여구

체적이고 빠짐없이 파악되어야 하므로 학교와 임상에서

치위생진단에 대한 비교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치위생과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이 학교보

다임상이더유의하게높게나타났는데이는이등[1]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그 이유는 임상에서는 다양한

환자층이내원하는반면, 학교에서이루어지는실습이다

보니 학생들이 주로 술자 또래의 지인들에서 찾았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치위생진단 단계에서 대상자의 문제 발생률에 따라

관련요인을비교분석한결과학교와임상의문제중치

근노출 가능성, 치면착색, 인접면우식 가능성, 구취, 이

시림, 식편 압입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5). 이는 해당 문제가 구강문제 중 높은

비중을 차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문제에

대하여 학교그룹에서만 확인된 것으로 인접면 치석침착

은구강보건교육의부족의관련요인이었고, 치과공포는

과거치과경험의관련요인이었다. 심미적문제는치면착

색의관련요인이었고, 교모는강한교합압의관련요인이

었다. 식편압입은불규칙한치열의관련요인이었고, 부정

치열 발생 가능성은 미맹출의 관련요인이었다. 이처럼

학교그룹에서만 확인 된 문제는 임상에서는 비중 있게

다뤄지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지만, 학교와 임상

의 연계성을 위하여 임상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조

금더꼼꼼하게환자의구강상태를전반적이고포괄적으

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에 대하여 두 그룹에서 같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

으로법랑질탈회가능성은올바르지못한식이습관의관

련요인이었고, 이 시림은 치근 노출의 관련요인이었다.

치근노출 가능성은 구강보건교육 부족의 관련요인이었

고, 인접면 법랑질 탈회 가능성은 구강관리용품 미사용

의 관련요인이었다. 같은 문제에 대하여 비중 높은 관련

요인이같은것으로비추어볼때, 해당구강문제가발생

할 경우 비중 높은 관련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예방처치

계획이나 구강관리교육을 시행한다면 효율적으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에 대하여 두 그룹에서 다른 관련성을 보이는 것

으로치은출혈은학교그룹은치석침착의관련요인이, 임

상그룹은치면세균막관리미흡이가장높은관련요인이

었다. 이는 학교에서는 치석제거에 대한 기술적인 교육

이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어술자들의중요도가치석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반면, 임상에서는 치석출혈의 가

장큰요인이치면세균막이므로치면세균막관리의중요

도가가장큰비중이라판단하고, 이를해결하기위한구

강보건교육에중요도높은것으로파악된다. 치석침착은

학교그룹은 비정기적 스케일링이 임상그룹은 치면세균

막관리미흡이가장높은것또한치은출혈문제와동일

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치면세균막 침착은 학교그룹은

구강보건교육부족이, 임상그룹은치간세정미실시가가

장 높았고, 치면착색은 학교그룹은 흡연이, 임상그룹은

착색가능한 음료의 섭취가 가장 높은 관련요인이었다.

비정기적 치과방문은 학교그룹은 치과공포가 임상그룹

은 구강건강 인식 부족이 가장 높은 관련요인이었고, 구

취는 학교그룹은 치면세균막 관리 미흡이, 임상그룹은

혀 미세정이 가장 높았고, 턱관절 장애 가능성은 학교그

룹은 심한 스트레스가, 임상그룹은 올바르지 못한 식이

습관이가장높았다. 이처럼같은문제에대하여두그룹

에서 비중이 높은 관련요인이 다른 것을 포괄적으로 확

인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단계를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치위생진단은치위생과정에서가장중요한부

분으로 치과위생사, 환자, 다른 건강전문가가 함께 협력

하여 사정 정보를 분석하고 통합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치위생진단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

만, 실제로이론교육은 68.9%, 실습은 67.7%로저조한현

실이다. 더욱이 환자가 내원했을 때 치위생진단문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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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대학은 56.3%로 매우 낮아[23] 문제점을 확인하

고관련요인을파악하는과정에대하여중요하게다뤄져

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관리계획 중 스케일링은 학교와 임상모두

제일높은비중을나타내었고, 이는학교와임상모두예

방처치로스케일링을제일많이시행하기때문인것으로

파악된다. 또한학교에서비중이더높은것은불소도포,

식이조절, 에어젯, 금연교육, 턱관절교육, 실란트였고, 임

상에서비중이더높은것은와타나베, 구강보건교육, 치

면연마, PMTC, 구취교육이었다. 이는 학교에서는 다양

한 예방처치 및 교육이 이루어지는 반면, 임상에서는 문

제해결 위주의 예방처치가 많은 비중을 이루고 있어 구

강보건교육에대한관리계획에더관심을가지고구강건

강관리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와 임상에서는 예방처치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비중 있는 부분의 기술적 배양을 물론 임상

에서비중있게다루는예방처치에대하여조금더정확

하고세밀한교육이필요할것이다. 학교와임상에서예

방처치의 비중을 비교한 연구가 없어 향후 비교연구가

활발히진행된다면학교와임상의예방처치에대한괴리

감을 낮추고 상호 연계성이 있는 치위생과정을 적용한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정착에큰도움이될것이라사료

된다.

이에본연구결과를바탕으로임상에서치위생과정을

적용한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의 적용 및 확산을 위해서

는치과위생사의예방처치에대한기술적인부분뿐만아

니라 학교에서 연계되어지는 치위생과정에 대한 이해와

치위생진단문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는것에대한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제언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으로는 임상의 환자와 학교의

대상자의 연령에 대한 차이에 따라 구강건강 상태에 영

향을미칠수있는다양한변수들을통제하지못한점과

연구의대상을하나의학교와임상으로국한되어조사했

다는점이다. 향후본연구의제한점을보완하여더많은

임상과학교의치위생과정을각단계별로비교분석해야

하여학교와임상간의괴리감을낮추고치위생과정을적

용한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이 적용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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