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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식염수를 이용한 구강함수가 요양시설노인의 구강건강상태, 

구강건조, 구취, 타액 pH 변화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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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outhwash using cold or normal temperature 
normal saline solution on oral health status, xerostomia, halitosis, and salivary pH of elder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Methods: In this quasi-experimental study, the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a cold normal saline solution 
group (n=30), a normal saline solution group (n=30), and a tooth brushing group (n=33). Data were analyzed using 
x2 test, Fisher‘s exact test, paired t-test, one-way ANOVA with SPSS 20.0 program. Results: Using cold normal 
saline solution or normal saline solution mouthwashes was shown to be more effective than using only tooth brush-
ing in improving the oral health status (F=9.57, p<.001) and in relieving xerostamia (F=6.52, p=.002) in the 
participants. A comparison of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al treatment showed that both cold normal saline 
solution and normal saline solution improved oral status, xerostomia, halitosis, and salivary pH.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regular tooth brushing with education on continuous normal saline solution mouth washing 
promotes oral health for elders. These interventions can also be used as nursing interventions to improve the oral 
health of the elder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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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80%가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신체적 

문제를 겪고 있고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기능장애 및 병리적 

변화 등으로 다양한 건강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

인들의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주의깊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1-3]. 노인들은 신체적 문제 중 

구강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노인의 구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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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 타액분비 감소, 타액의 자정능력과 

구강내 면역기능 감소로 인해 구강건조, 구취발생, 치아우식

증과 치주병 등의 감염에 이환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치아상실과 보철물의 착용 등이 많아지면서 저작 작용의 

저하, 미각장애, 체중감소와 영양 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강의 문제는 전신의 건강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노인들의 구강관리는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다[3].

특히 요양시설노인들은 재가노인에 비해 구강상태가 악화

되고 구강 문제가 발생하여도 치과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며[1,5,6] 만성질환, 장애, 와상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성 질환

과 장애 문제를 복합적으로 지닌 경우가 많아 일반 노인에 비

해 취약한 구강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5]. 또한 요

양시설노인들 중 대다수는 인지기능의 저하로 양치질 하는 것

을 잊어버리거나 구강통증과 불편감 등을 표현하지 못해 구강

병 유병률이나 심각도가 일반 노인에 비해 높아 구강질환 예

방 및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된다[1,7]. 구강의 건강수준을 나타

내는 척도로는 구강건강상태, 구강건조, 구취, 타액 pH 등이 

있으며, 구강상태가 나쁘고 구강건조가 심해질수록 구취가 발

생하고 구강의 자정속도가 느려져 타액 pH가 낮아진다[8,9]. 

요양시설노인의 경우 재가노인에 비해 급만성질환이 많고 섭

취하는 약물이 많아 구강건조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9,10]. 이렇게 타액양이 적은 경우 타액내 세균의 양은 증가

하고 휘발성 황화합물이나 암모니아 가스가 다량 발생하여 구

취가 증가하며[5,11] 입안 세균은 타액 pH를 산성화시키고, 

타액의 산성화는 치아우식, 치은염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12]. 

Cho와 Kim의 연구[9]에서는 요양병원 노인이 재가노인에 비

해 타액 pH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하여 요양병원 노인

들에게는 적극적인 구강관리와 간호중재가 요구된다.

노인의 구강건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의 효과보다는 지

속적이고 반복적인 관리를 통해 자가간호 능력을 유지, 증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칫솔질은 구강내 세균 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추가적으로 구강함수제를 사용하

면 더욱 효과적인 구강관리가 가능하다[13-15]. 요양시설노인

의 경우 자가간호가 어렵거나 치아상실이 많은 노인은 구강함

수를 사용하게 되므로, 구강함수액은 장기간 사용에도 구강점

막에 무해하고 안전해야 하며 비용과 효능이 좋아야 한다[7]. 

현재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구강함수액은 클로르헥시딘, 베

타딘, 탄툼, 생리식염수 등이 있다. 클로르헥시딘은 항균효과

가 있고 미생물이 치아에 부착되는 것을 억제하지만 장기 사

용시 착색, 미각변화, 미란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14]. 베타딘도 소독작용이 있으나 육아 조직 독성과 

미각변화, 구강점막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고[10], 탄튬액의 

경우 소염효과가 있으나 생리식염수에 비해 고비용이며 개인

의 미각에 맞지 않고 장기간 사용 시 구강내 정상 세균층의 불

균형을 유발하고 혀에 착색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16]. 이에 반해 생리식염수는 인체에 무해하며 육아조직의 

손상을 주지 않고 구강위생과 구강환경의 균형을 유지해줄 뿐 

아니라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0,16].

지금까지 요양시설노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연구로는 구강

위생 실태에 관한 연구[1,3], 간호제공자의 구강간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5], 고농도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구

강함수 시행한 연구[7] 등이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

로 요양시설 입소노인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요양시설노인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관련 중재의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5].

생리식염수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

으로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구강간호 시 구강상태가 호전되었

으나[16] 생리식염수는 살균효과는 없어 단독으로 사용하기

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17]. 또한 노인시설 입소노인을 대

상으로 4% 고농도 식염수를 이용하여 구강함수를 한 결과 2% 

농도의 식염수에 비해 구강건강상태, 구강건조, 설태, 구취가 

호전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7] 온도 차이에 따

른 연구는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암 환자에서 찬 생리식염수

를 이용한 구강간호 시 구강건조와 구강불편감이 감소되고 구

내염 발생시기가 늦어졌다는 연구[18]가 있었으나 온도 차이

에 따른 생리식염수 구강함수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냉각 구강함수를 이용한 구강냉동요법은 국

소적으로 구강내의 혈관 수축을 일으켜 일시적으로 구강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킴으로써 염증이 완화되어 구강 합병증 발

생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17]. 그러므로 생리식염수는 살균

효과가 강하지는 않지만 구강건조, 설태, 구취 등 구강건강상

태를 호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냉각 생리식염수의 경우 

구강건조, 구강안위감 및 구강불편감의 감소뿐 아니라 구내염

의 발생 시기도 늦출 수 있어 구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열악하

고 자가간호가 어려워 구내염의 발생 위험이 높은 요양시설노

인들의 구강상태 개선을 위한 구강함수제로 적절한 것으로 생

각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구강간호가 필요한 요양시설노인을 대상

으로 냉각 생리식염수와 상온의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구강함

수를 실시하고, 그 효과를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지 않은 칫솔

질 군과 비교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구강건강 증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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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요양시설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생리식염수를 이

용한 구강함수가 구강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험군에게 칫솔질 후 각각 냉각 생리식염수(실험군 I)와 상온

의 생리식염수(실험군 II)를 함수하도록 하여 대조군인 칫솔

질군과 비교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실험군 I, II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지 않은 대조

군보다 구강건강상태의 개선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2. 실험군 I, II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지 않은 대조

군보다 구강건조의 개선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3. 실험군 I, II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지 않은 대조

군보다 구취의 개선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4. 실험군 I, II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지 않은 대조

군보다 타액 pH의 개선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시설노인을 대상으로 칫솔질 후 냉각 생리

식염수(4℃ 이하로 차게 한 0.9% NaCl 용액: 실험군 I)와 상온

의 생리식염수(0.9% NaCl 용액: 실험군 II)를 이용한 구강함

수를 적용 한 후 칫솔질군(대조군)과 비교하여 그 효과를 파악

하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G시 소재 요양시설 세 곳에 입소한 노인 93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할당은 안이 보이지 않은 상자

에 2개의 실험군과 대조군이 적어진 종이를 넣고 추첨하여 냉

각 생리식염수군(실험군 I), 상온의 생리식염수군(실험군 II),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지 않은 칫솔질군(대조군)으로 각각 배

정하였다. 요양시설은 40~60명 정도의 입소 노인이 있는 규모

에서 선정하였고, 거동 가능한 노인은 세 곳 모두 40명 전후로 

있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령이 65세 이상인 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최근 1주일 동안 급성질환에 감염되지 않은 자

 연하장애 없이 30초 이상구강함수가 가능한 자

 최근 6개월 이내에 스케일링과 같은 치과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자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구강함수 내용물을 삼킬 위험이 

없는 자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자

 스스로 칫솔질이 가능한 자

급성질환의 경우 전신상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질환에 따른 

섭취 약물의 증가가 구강건조를 심하게 하고[5,9,10], 치석은 

석화화되지 않은 세균성 치태로 덮여있어 염증을 일으키기 쉬

우므로[19] 스케일링을 하여 치석을 제거하는 것은 치주염을 

예방하고 구강상태를 변화시킨다는 점과 요양시설 입소노인

을 대상으로 한 Kim과 Kim의 연구[7]에 근거 하에 둘째, 넷째 

기준을 정하였으며, 30초 이상 구강함수를 실시해야 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셋째 기준을 정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3.1.4를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대상

자의 수는 one-way ANOVA 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검

정력(1-β) .80, 집단 수 3, 효과크기 0.35을 입력하여 계산한 결

과 최소 표본 수는 총 84명이다. 이에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냉각 생리식염수군(실험군 I) 30명, 상온의 생리식염수군(실

험군 II) 30명, 칫솔질군(대조군) 36명, 총 96명을 선정하였으

나 중도에 전신상태가 좋지 않거나 거부한 대조군 3명을 제외

하고 총 93명이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3. 연구도구

1)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상태는 Beck [20]이 개발하고 Park과 Hong [21]

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입술, 점막, 잇몸, 식사종류, 타

액, 연하능력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각

각의 평가기준에 의해 1~4점까지로 평가하며, 점수 범위는 

6~24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객관적 구강상태가 좋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사용에 대한 번안자의 허락을 받

고 사용하였다.

Park과 Hong 연구[21]에서 Cronbach’s ⍺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60이었다. 이는 측정도구의 내적신뢰도 최저 

기준치인 .40[22]을 만족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거하지 않기로 하였다.

2) 구강건조

구강건조는 Lee와 Kang [23]이 개발하여 사용한 주관적 구

강건조정도를 측정하는 6항목과 객관적 구강건조정도를 평

가하는 1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적 구강건조 6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Likert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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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하며, 객관적 구강건조 1문항은 ‘G1: 구강과 혀가 축축

하고 입안에 침이 있다, G2: 구강과 혀가 축축하나 입안에 침

이 없고 건조하다, G3: 구강과 혀에 수분이 없고 까실까실하

다, G4: 혀에 심한 균열이 있어 혀를 내밀기도 힘들고 입술이 

매우 건조하다’의 평가기준에 따라 G1 1점에서 G4 4점까지로 

평가된다. 총 점수 범위는 7~28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조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사용에 

대한 저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 

Lee와 Kang의 연구[23]에서 Cronbach’s ⍺는 .82였고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3) 구취

객관적 구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휴대용 구취측정기

(Tanita, HC-212S-WH,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휴

대용 구취측정기로 측정한 구취정도는 0점 ‘구취가 없음’에서 

5점 ‘구취가 매우 심함’의 6단계로 측정된다. Kim 과 Kim의 

연구[7]에 근거하여 측정 전에 3분간 입을 다물어 구강 내 휘

발성 황화합물(volatile sulfur compound)을 입안에 모은 후

에 구취를 측정하였으며, 휴대용 구취측정기로 2회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구취가 심한 것을 의

미한다. 

휴대용 구취측정기(Tanita, HC-212S-WH, Japan)의 경우 

Song과 Huh의 연구[8], Cho와 Kim의 연구[9] 등 선행연구

에서 사용한 도구이다. 

4) 타액 pH

pH 검사에 사용할 pH test paper는 정확한 실험을 위하여 

Bromo Thymol Blue (BTB, pH 6.2~7.8)과 Bromo Cresol 

Purple (BCP, pH 5.6~7.2)의 두 가지 test pap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BTB와 BCP test paper는 선행연구[9,10]에서 타

액 pH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로 pH range가 0.2 간격

으로 세밀한 측정이 가능하며, 약산성부터 약 알칼리성의 측

정 작용으로 미생물 관계 측정에 사용되고 있다. 타액 pH검사 

방법은 test paper를 혀 위에 올려놓아 타액을 흡수하게 한 후 

바로 표준 색상과 비교하여 가장 근접한 색상으로 판정하였으

며, 두 결과 값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타액 pH 측정값이 낮

을수록 산성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4. 연구진행절차 

G시 소재 요양원 3곳의 원장과 요양담당간호사의 허락을 

얻은 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한 후 시작하였다. 세 군의 사전 조사로 실험처치 전 연구

자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자료수집 후 구강건강상태, 구강건조, 구취, 타액 pH를 측정

하였다.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조는 시진과 설압자를 사용하

여 평가하였고,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1인과 구강건상상태 측

정의 핵심적인 관찰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예비조사시 5

명의 노인에게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조를 조사하여 연구자

와 연구보조원 간에 90% 이상의 점수가 일치하도록 한 후 측

정을 실시하였다. 구취의 경우 대상자들의 측정 전 입 다물기, 

대상자들의 부는 강도의 교육 등을 함께 실시하였고 구취 측

정기 사용의 숙지 후 연구보조원과의 측정값에 일치를 본 후 

실시하였다.

먼저 실험군I, II와 대조군 모두에게 칫솔질 교육을 한 후 실

험군I, II에게 각각 냉각 생리식염수와 상온의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구강함수를 시행하였다. 냉각 생리식염수의 온도는 

선행연구[17,18]에 따라 0~4℃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냉장

고에 8시간 이상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구강함

수는 1일 4회 매 식사 후와 취침 전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

라고 하였다[17,18].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요양시설 

시스템 상 저녁식사 후 밤 7시 정도에서 8시 정도에 빠른 취침

에 들어가 취침 전 구강관리는 의미가 없다는 병원 간호사들

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취침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1일 4회의 적용이 어렵다는 선행연구[24]에 근거하여 

1일 3회를 실시하였다. 구강의 점막의 상피세포는 약 7일마다 

교체되고[25] 미뢰세포는 10일 주기로 새롭게 교대 된다는 연

구[18], 식염함수제의 경우 적어도 2주는 지속되어야 구강건

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7]에 근거하여 실험처치 기간

을 2주로 하였고, 사후 조사로 실험처치가 끝난 다음날 구강건

강상태, 구강건조, 구취, 타액 pH를 측정하였다.

1) 예비조사

냉각 생리식염수(0.9% NaCl) 구강함수가 노인에게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요양시설노

인을 대상으로 한 Kim 과 Kim의 연구[7]에 근거하여 요양병

원 노인 5명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0~4℃ 냉각 생리식

염수 20 mL를 60초간 구강함수를 하게 한 결과 5명 모두 시원

하다고 하였으나 60초 간 계속 구강함수 하는 것을 힘들어하

였으며 그 중 4명은 30초 만에 뱉어버리는 모습이 관찰되어 본 

연구에서는 20 mL씩 30초 이상 구강함수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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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식염수를 이용한 구강함수가 요양시설노인의 구강건강상태, 구강건조, 구취, 타액 pH 변화에 미치는 효과 

2) 칫솔질 교육

칫솔질 교육은 대상자와 병동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대상

으로 요양시설별로 20분간 실시하였다. 요양시설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7]에서 50분간의 칫솔질 교육을 실시하였으

나 노인을 대상으로 50분간은 너무 길다는 병동 간호사의 의

견을 수렴하여 20분으로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구취의 원인과 예방, 구강건조 예방법, 틀니의 올바른 관리와 

사용법, 효과적인 칫솔질방법 등[7]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자

가 노인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하였으며 

주된 교육의 내용인 효과적인 칫솔질 방법은 칫솔과 잇몸, 치

아와 각도, 치아의 바깥쪽을 위에서 아래로 닦기, 치아의 안쪽

을 닦기, 치아의 씹는 면을 닦기, 혀를 닦기 순으로 노인들이 

잘 따라할 수 있도록 칼라로 확대 복사한 교육자료를 사용하

였다. 칫솔과 치약은 치과의사 1인의 추천을 받아 노인에게 적

합한 칫솔과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교

육시 연구진행과정에서는 반드시 제공한 칫솔과 치약을 사용

할 것을 교육하였으며, 담당간호사에게 확인을 부탁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1주일에 1회 이상씩 방문하여 칫솔질 및 구강

함수 과정을 확인하였다.

3) 사전 조사 

사전 조사는 중재 하루 전에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직

접 구강건강상태, 구강건조, 구취, 타액 pH를 측정하였다.

4) 실험처치

실험군I, II는 냉각 생리식염수와 상온의 생리식염수를 1일 

3회 치약을 사용하여 칫솔질 직후 30초 이상 구강함수 하도록 

하였고 병동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매일 환자의 수행을 지켜

보면서 확인하였다. 실험군I, II에게 각각 해당하는 구강 함수

를 2주간(총 42회) 시행하였으며, 대조군은 2주 동안 평소대로 

1일 3회 치약을 사용하여 칫솔질(총 42회) 이외에는 구강함수

제는 사용하지 않았다.

5) 사후 조사

사후 조사로 마지막 실험처치 후 1시간 내의 즉각적 효과는 

측정하지 않고[10] 구강건강상태, 구강건조, 구취, 타액 pH를 

구강함수 2주 후 다음날(중재 15일째)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

에 측정하였다. 실험군I, II와 대조군 모두 식사 후 칫솔질 여부

를 확인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자 전원 칫솔질을 실

시한 상태에서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H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

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1041223-201506-HR-072-01). 연구

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대상자로부터 

사전 연구참여 서면동의서를 얻은 후 연구에 참여시켰다. 수

집된 자료는 익명성을 보장하며 연구 도중 대상자는 언제라도 

실험을 중지할 권리가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 이

에 대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비밀보

장을 유지할 것을 구두와 서면으로 약속하였다. 모든 대상자

들에게 칫솔질 교육을 20분간 시행하였고, 동일한 칫솔, 치약

을 제공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PC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수들의 사전점수가 정규분포하여 모수통계방

법을 사용하였다.

세군 간 일반적인 특성과 실험처치 전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은 x2 test, Fisher’s exact test, one-way ANOVA로 분

석하였고, 구강함수 방법에 따른 세 군 간의 구강건강상태, 구

강건조, 구취, 타액 pH 비교는 one-way ANOVA로 분석하

였다. 각 실험처치 전, 후 비교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전 종속변수에 대한 동

질성 검정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의 모든 변수(성별, 나이, 교육, 흡

연, 음주, 질환 수, 복용 약물 수, 틀니)와 실험처치 전 구강건강

상태, 구강건조, 구취, 타액 pH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s 1, 2).

2. 가설 검정

1) 가설 1

‘실험군 I, II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구

강건강상태의 개선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실

험군 I은 실험처치 전 2.65점에서 실험처치 후 3.31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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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Test of Three Groups (N=93)

Variable Categories
Exp. I (n=30) Exp. II (n=30) Cont. (n=33)

 x2 p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5 (16.7)
25 (83.3)

 4 (13.3)
26 (86.7)

 9 (27.3)
24 (72.7)

2.16 .339

Age (year)
 
 
 

65~69
70~79
≥80

 4 (13.3)
 4 (13.4)
22 (73.3)

81.5±7.72

 5 (16.7)
12 (40.0)
13 (43.3)

77.0±7.40

3 (9.1)
 9 (27.3)
21 (63.6)

79.6±6.98

- .123*

Education No formal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21 (70.0)
 7 (23.3)
2 (6.7)

12 (40.0)
13 (43.3)
 5 (16.7)

12 (36.4)
14 (42.4)
 7 (21.2)

8.73 .068

Smoking
 

Yes
No

1 (3.3)
29 (96.7)

0 (0.0)
 30 (100.0)

0 (0.0)
 33 (100.0)

- .799*

Alcohol use
 

Yes
No

1 (3.3)
29 (96.7)

0 (0.0)
 30 (100.0)

1 (3.0)
32 (97.0)

- .114*

Number of 
illnesses

1~2
3
4~5

3.13±1.04
12 (40.0)
10 (33.3)
 8 (26.7)

2.47±1.04
19 (63.3)
 5 (16.7)
 6 (20.0)

3.48±1.33
15 (45.5)
 8 (24.2)
10 (30.3)

4.16 .384

Number of 
medications

≤5
6~10
≥11

 9 (30.0)
15 (50.0)
 6 (20.0)
7.4±3.00

13 (43.3)
17 (56.7)
0 (0.0)

5.87±2.01

11 (33.3)
16 (48.5)
 6 (18.2)

7.60±3.77

6.80 .147

Dentures
 

Yes
No

 9 (30.0)
21 (70.0)

 6 (20.0)
24 (80.0)

10 (30.3)
23 (69.7)

1.07 .586

*Fisher's exact test; Exp. I=Cold normal saline solution group; Exp. II=Normal saline solution group; Cont.=Tooth brushing group.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Variables related to Oral Health (N=93)

Variables
Exp. I (n=30) Exp. II (n=30) Cont. (n=33)

F p
M±SD M±SD M±SD

Oral health status 2.65±0.33 2.66±0.36 2.82±0.48 1.88 .159

Xerostomia 2.60±0.43 2.70±0.39 2.48±0.48 1.74 .181

Halitosis 3.47±1.10 3.83±1.17 3.45±0.93 0.92 .401

Salivary pH 6.84±0.28 6.92±0.41 6.79±0.42 1.23 .298

Exp. I=Cold normal saline solution group; Exp. II=Normal saline solution group; Cont.=Tooth brushing group.

(t=-12.17, p<.001), 실험군 II은 2.66점에서 3.45점으로 증가

(t=-9.05, p<.001)하였으며 대조군은 2.82점에서 3.04점으로 

나타나(t=-5.20 p<.001) 실험처치 후에 세군 모두 구강건강

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되었다. 그리고 실험군 I, II

가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구강

건강상태가 개선되어(F=9.57, p<.001) 가설 1은 지지되었다

(Table 3).

2) 가설 2

‘실험군 I, II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구

강건조의 개선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실험군 I

이 실험처치 전 2.60점에서 실험처치 후 1.96점으로(t=6.71 

p<.001), 실험군 II는 2.68점에서 1.99점으로(t=6.87, p<.001), 

대조군은 2.48에서 2.32점으로(t=0.26, p=.010) 실험처치 후 

세군 모두 구강건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리

고 실험군 I, II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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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식염수를 이용한 구강함수가 요양시설노인의 구강건강상태, 구강건조, 구취, 타액 pH 변화에 미치는 효과 

Table 3. Comparison of Oral Health Status, Xerostomia, Halitosis, Salivary pH between Three Groups (N=93)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Paired-t (p) F (p)
M±SD M±SD M±SD

Oral health status Exp. I (n=30)
Exp. II (n=30)
Cont. (n=33)

2.65±0.33
2.66±0.36
2.82±0.48

3.31±0.39a

3.45±0.40b

3.04±0.37c

0.67±0.30
0.78±0.48
0.22±0.25

-12.17 (＜.001)
 -9.05 (＜.001)
 -5.20 (＜.001)

9.57
(＜.001)
a, b＞c

Xerostomia Exp. I (n=30)
Exp. II (n=30)
Cont. (n=33)

2.60±0.43
2.68±0.39
2.48±0.48

1.96±0.47a

1.99±0.42b

2.32±0.43c

-0.63±0.52
-0.70±0.55
-0.03±0.82

 6.71 (＜.001)
 6.87 (＜.001)
 0.26 (.010)

6.52
(.002)

a, b＜c

Halitosis Exp. I (n=30)
Exp. II (n=30)
Cont. (n=33)

3.47±1.11
3.83±1.18
3.45±0.94

3.03±1.19
3.10±1.12
3.12±0.96

-0.43±0.00
-0.67±0.06
-0.27±0.94

 2.36 (.025)
 3.44 (.002)
 1.66 (.107)

2.43
(.093)

Salivary pH Exp. I (n=30)
Exp. II (n=30)
Cont. (n=33)

6.57±0.32
6.57±0.40
6.68±0.48

6.84±0.28
6.91±0.41
6.79±0.42

0.27±0.34
0.34±0.38
0.10±0.57

 4.44 (＜.001)
 4.90 (＜.001)
 1.06 (.296)

0.03
(.968)

a, b, c=Sheffė test; Exp. I=Cold normal saline solution group; Exp. II=Normal saline solution group; Cont.=Tooth brushing group.

구강건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어(F=6.52, p=.002)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3).

3) 가설 3

‘실험군 I, II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구

취의 개선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실험군 I은 실

험처치 전 3.47점에서 실험처치 후 3.03점으로(t=2.36, p=.025), 

실험군 II에서는 3.83점에서 3.10점으로(t=3.44, p=.002) 실험

처치 후 구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대조군에서

는 실험처치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66, 

p=.107). 그러나 실험처치 후 세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어

(F=2.43, p=.093) 가설 3은 기각되었다(Table 3).

4) 가설 4

‘실험군 I, II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타

액 pH의 개선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실험군 I

은 실험처치 전 6.57에서 실험처치 후 6.84로(t=4.44, p<.001), 

실험군 II는 6.57에서 6.91로(t=4.90, p<.001) 실험처치 후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실험처치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t=1.06, p=.296). 그러나 실험처치 후 세군 간의 유의한 차

이가 없어(F=0.03, p=.968) 가설 4는 기각되었다(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요양시설노인을 대상으로 냉각 생리식염수를 이

용한 구강함수와 상온의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구강함수가 노

인 환자의 구강건강상태, 구강건조, 구취, 타액 pH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식염함수제의 활

용기간은 적어도 2주 이상 지속되어야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7]에 근거하여 하루 3회 칫솔질 후 냉각 생리식

염수와 상온의 생리식염수로 2주간 구강함수 후 칫솔질군과 

구강건강상태, 구강건조, 구취, 타액 pH를 비교해 보았다.

연구결과 가설 1인 ‘실험군 I, II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구강건강상태의 개선 정도가 더 높을 것이

다’에서 실험군 I, II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구강상태의 개선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4%와 2% 식염수로 구강함수를 한 경우 칫솔질만

을 실시한 경우에 비해 구강건강상태가 향상된 연구[8]와 칫

솔질과 구강함수를 같이 사용하면 더 효과적인 구강건강관리

가 가능하다는 연구[15]와 유사하여 생리식염수의 효능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는 요양시설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식

염 구강함수제를 1주 사용한 경우 큰 변화가 없었으나 2주후

에는 구강상태가 향상된 모습을 보인 Kim과 Kim의 연구[7]

와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4주 동안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여 

구강건강상태가 호전된 Park과 Hong의 연구[21]와 유사한 

결과로서 2주 이상이 꾸준한 구강함수 중재시 구강건강상태

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냉각 생리식염수와 상온의 생리식염수간에는 구강

건강상태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찬 구강함수액

을 사용한 경우 구강상태 및 구강불편감이 향상된 연구[17, 

18,26]와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는 찬 구강함수액을 사용

한 다른 연구[17,18,26]에서는 찬 구강함수액을 1일 4회 사용

하였으나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빠른 취침에 들어가는 요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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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노인의 특성을 감안해서 3회만 실시했던 부분이 다른 결과

를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다른 연구에서는 1회 3분 이상 구강함수액을 사용하거나

[26], 1회 30초 이상 두 차례 구강함수를 실시하였으나[18] 본 

연구의 경우 사전 조사에서 1분 이상 함수하는 것을 힘들어하

여 30초 이상으로 하였던 부분이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

으로 생각된다. 구강냉요법은 국소적으로 구강내의 혈관 수축

을 일으켜 일시적으로 구강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킴으로써 

구강상태를 개선하는 방법이므로[17] 본 연구에서처럼 1회 

20 mL씩 30초 이상 구강함수를 실시하는 것은 구강내 혈관 수

축을 일으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1일 

구강함수 횟수와 용량을 세분화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험처치 전후 비교에서는 실험군 I, II, 대조군 모두 구강건

강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이는 고농도 생리식염수를 이

용하여 반복적인 구강함수를 실시한 결과 구강상태가 호전되

었다는 연구[7], 재가노인이 규칙적인 칫솔질만으로도 구강자

각증상이 감소될 수 있다는 연구[27]와 유사한 결과이다. 요양

시설노인의 경우 일상생활능력 저하로 구강 위생관리가 소홀

해지고, 치과 진료를 원만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여 지역사회 거주 노인보다 구강위생상태와 치아상태가 

나쁘고 유병률이 높아 구강관리가 더욱 필요하다[1,6].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요양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가 구강간호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9]. 본 연구에서는 실험처치 전 칫솔질 교육을 시행

하고, 실험처치 기간 동안 하루 3회 칫솔질을 정기적으로 반복 

실시하도록 병동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매일 환자의 수행을 

지켜보면서 확인, 관리하였던 부분이 칫솔질군의 구강건강상

태를 개선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칫솔질 관

리와 더불어 지속적인 생리식염수 구강함수를 통한 구강간호

가 요양시설노인들의 구강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가설 2인 ‘실험군 I, II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지 않은 대조

군보다 구강건조의 개선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에서 실험군 

I, II가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구강건조

가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

로 고농도 생리식염수 구강함수 시행 시 구강건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7], 생리식염수 구강함수 시행 시 구

강건조가 감소한 연구[10]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생리식염수

의 구강건조에 대한 향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생리식

염수는 부작용이 적고 장기간 사용하여도 육아조직을 손상시

키지 않고[16] 건조해진 환자의 구강에 정상적으로 구강환경

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10]. 그러므로 재가노인에 비해 질

병수와 복용약물 종류가 많아 구강건조 정도가 심한 요양시설

노인들[9]의 구강함수액으로 생리식염수가 적절할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구강건조는 실험군 I, II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경부암 환자

를 대상으로 6주간 칫솔질 후 1일 4회 생리식염수 15 mL를 30

초씩 두 번 구강함수한 연구[18]에서 찬 생리식염수를 사용한 

경우 상온의 생리식염수를 사용한 구강함수에 구강건조가 향

상된 연구와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는 칫솔질 후 1일 3회 

20 mL씩 30초 이상 구강함수를 2주간 실시한 본 연구보다 기

간, 1일 구강함수 횟수에 의한 차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추후 요양시설노인들에게 구강함수의 기간, 1일 구강함수 횟

수, 생리식염수 양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비교해보는 반복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처치 전후 비교에서 실험군 I, II, 대조군의 구강건조가 

모두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구강건조 점수는 실험전 실험군 I, 

II와 대조군이 각각 2.60점, 2.68점, 2.33점으로 ‘약간 그렇다(2

점)’보다 높은 점수로 ‘중’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요양

병원 및 재가노인의 구강건조 점수 2.20보다 높은 결과이다

[9]. 하지만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연하장애가 없고 스스로 거

동이 가능한 경증의 노인들이었기 때문에 구강건조가 심하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구강함수 중재 후 각각 

1.96점, 1.99점, 2.32점으로 구강건조가 감소하였다. 추후 중증 

요양시설노인군과 경증 요양시설노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

조에 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

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9]에서 불규칙하게 칫솔질을 한 

경우보다 규칙적으로 칫솔질을 한 경우 구강건조가 호전된 결

과와 유사한 결과이며, 요양시설노인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규

칙적인 칫솔질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칫솔질만 한 경우에 비해 칫솔질 후 냉각 생리식염수

와 상온의 생리식염수 구강함수를 한 경우에 구강건조가 유의

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요원들의 정확한 칫

솔질 교육과 관리뿐만 아니라 칫솔질 후 생리식염수 구강함수

를 구강건조 감소 중재로서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보통 다수의 노인들은 약간의 갈증과 건조를 표현하였고 나이

가 들어감에 따라 당연한 현상으로 이야기하지만[9] 타액의 

유출량이 적으면 황화물 및 암모니아 성분이 높아져 구취가 

심해지고 타액 pH와도 상관관계가 있으므로[11] 타액 분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인요양시설 간호인들이 관심과 예방적 접

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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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가설인 ‘실험군 I, II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지 않은 대

조군보다 구취의 개선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에서 세군 간에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처치 전후 비교에서는 

냉각 생리식염수와 상온의 생리식염수 구강함수를 한 경우에 

구취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시설노

인을 대상으로 생리식염수 구강함수가 구취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7]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생리식염수를 꾸

준히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 구취감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본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실험전 3군 각각 3.47

점, 3.03점, 3.83점으로 재가노인과 요양병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1.72점[9], 요양시설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실험전 3.22점, 2.92점, 2.40점 보다 높은 결과[7]로서 ‘3

단계: 심한 구취가 날 때가 있음, 4단계: 구취가 심함’ 사이의 

점수로 구취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

자의 경우 4.16개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질환에 따른 섭취 약물의 증가가 구강건조를 심하게 하고[5, 

9,10] 구취를 더욱 심하게 유발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5,11].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보통 침의 분비가 부족하여 음식물 

찌꺼기와 박테리아를 충분히 씻어 줄 수 없으며, 틀니와 보철

물을 장착함으로써 구강이 더욱 건조해져 구취가 증가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28] 정상적인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악영

향을 끼치거나 구강 관련 삶의 질이 낮아지고 심한 경우 대인

기피증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므로[3,11] 노인들의 구

취는 중재가 필요한 건강문제다. 이러한 구취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칫솔질, 구강함수, 껌, 현미녹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강함수하는 것이 구취감소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본 연구에서도 칫솔질 후 생리식염수 구

강함수를 실시한 경우 구취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칫솔질 

후 생리식염수 구강함수는 요양시설노인들의 구취 감소를 위

한 효과적인 간호중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구취는 칫솔질만을 시행한 경우 유의하게 감

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취의 경우 치주질환, 설태, 구

강건조 등의 구강상태에 따라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므

로 칫솔질만으로는 이러한 구강상태의 개선과 구취를 감소시

키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칫솔질 횟수가 많

을수록 구취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29]도 있어 

추후 칫솔질 횟수에 따른 구취의 효과를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요양시설노인의 경우 질병이나 

약물 복용 및 노인의 상태에 따라 칫솔질의 효과에 차이가 있

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추후 질환, 약물 등 구강건조와 구취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통제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칫솔질 교육 시간의 경우 20분으로 

노인들의 상태를 감안해 축소한 부분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지며, 칫솔질 교육의 시간 및 횟수를 좀 더 강화하

고 모형 등을 활용한 실습을 보완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칫솔

질 교육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추후 원인적 치료와 

더불어 구취를 감소시키기 위한 칫솔질 교육 시간의 확대, 실

기 중심의 칫솔질 교육과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제 4가설인 ‘실험군 I, II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지 않은 대

조군보다 타액 pH의 개선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에서 세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처치 전후 비

교에서는 냉각 생리식염수와 상온의 생리식염수 구강함수 후

에 타액 pH가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주 동안 하루 2회의 생리

식염수 구강함수를 한 후 치석, 치주염, 타액 pH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30], 생리식염수 구강함수를 1회 실

시한 후 60분, 120분에 타액 pH가 크게 변동이 없었던 결과와

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10]. 이는 본 연구의 경우 하루 3회, 2

주간의 중재를 한 부분이 타액 pH의 호전을 보였을 것으로 여

겨지나 추후 하루 생리식염수 구강함수 횟수, 기간을 다양화 

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타액 pH는 타액분비 속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타액분

비 자정속도가 느릴 경우 pH는 급격히 감소하고, 타액 pH가 

감소하면 구취도 증가하게 된다[9]. 또한 타액 pH가 낮을수록 

설태량이 많아지고 구강 내 산성균이 활동이 활발해진다[11]. 

특히 재가노인에 비해 요양시설노인의 타액 pH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나 구강 내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요양시

설노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강관리방법이 필요하다

[9]. 생리식염수는 정상 pH를 방해하거나 육아 조직을 파괴하

지 않고, 구강 환경을 알칼리화 시키므로[10] 생리식염수 구강

함수가 요양시설노인들의 타액 pH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조

는 2주간의 실험처치 후 실험군 I, II, 대조군 모두 개선되었으

며,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 I, II,에서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조

가 유의한 개선을 보여 칫솔질 후 생리식염수 구강함수의 효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구취와 타액 pH는 실험처치 후 

실험군 I, II에서만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구취와 타액 pH의 개선을 위해서는 칫솔질만으로는 한계

가 있으며 칫솔질 후 생리식염수 구강함수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냉각 생리식염수와 상온의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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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염수 구강함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요양시설노인들에게 냉각 생리식염수 구강함수의 용량, 

시간, 횟수를 달리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올바른 칫솔질 및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구강함수가 요양시설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한 중재로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구강함수 중재시 2주 이상의 기간이 필요

하다는 점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강건강이 열악하고 다양한 요양시설노인의 질환, 약물, 음

식, 치아 상태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과 실험군과 대

조군에 대한 blinding이 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결과가 생리식염

수를 이용한 구강함수의 효과인지 수분의 효과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하고 구강함수의 

양과 횟수 등을 다양하게 활용한 반복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

다. 차후 요양시설의 간호중재로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구강함

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비용효과적인 문제도 있겠으나 현재

까지 사용하고 있는 가장 저렴한 구강함수제임과 그 효과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사용을 권장하며, 정확한 비용효과와 관

련된 추후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또한 노인의 구강건강상

태를 좀 더 명확히 사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노인의 특성에 

맞는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을 대상으로 냉각 생리

식염수, 상온의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구강함수가 구강건강상

태, 구강건조, 구취, 타액 pH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 ․ 후 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

다. 연구결과, 냉각 생리식염수와 상온의 생리식염수 구강함

수를 한 경우 칫솔질만 한 경우에 비해 구강상태, 구강건조를 

호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처치 전후 비교에서는 냉각 

생리식염수와 상온의 생리식염수 구강함수가 구강건강상태, 

구강건조, 구취, 타액 pH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생리식

염수가 구강간호의 중재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칫솔

질만 한 경우에도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조에는 효과가 있어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칫솔질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칫솔질 직후 생리식염수로 구강함수하는 방법

은 전반적인 구강건강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어 요양시설노

인의 구강 간호중재방법으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냉각 생리식염수와 상온의 생리식염수 구강함수 간에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반복 측정할 것과 추후 노인

의 구강건강상태를 사정할 수 있는 좀 더 객관적인 도구의 개

발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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