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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건강한 생활은 유아를 위한 교육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

요한 요소이며, 건강이 바탕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교육

도 지속적으로 행해질 수 없다. 특히 영유아기는 생애주기 중

에서 다른 어느 시기보다 성장과 발달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

기이므로, 이 시기의 적절한 건강생활은 영유아의 성장 및 발

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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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learning contents of oral health 

education on the oral hygiene management ability of preschool children. The subjects were under 

4-year-old infants. We used e-learning oral health education contents and conducted preliminary 

questionnaires with subjects’ parents. Patient hygiene performance (PHP) index, learning evaluation, 

and blogs were also used for the study. The statistical analysis were as follows: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oral care behaviors of infants, parents’ oral health knowledge behaviors. To evaluate 

oral health knowledge of infants,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calculated and a frequency analysis 

was performed. Also, a paired samples t-test was conducted to test the changes in the oral 

environment management ability (PHP index) before and after oral health education through the use 

of e-learning contents.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First, after the e-learning education 

evaluation, the correctness rate exceeded 70% and the knowledge of oral health knowledge of infants 

increased. The PHP index before and after oral health education was 2.03 and 1.48, which appears 

to b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01). Thus, it was confirmed that education through e-learning 

contents was effective, and the ability of children to manage their oral environment was improved. By 

using e-learning educational contents, it was determined that children could easily understand contents 

and through friendly and fun contents improve oral hygiene management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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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 측면에서도 유치가 영구치에 비해 치아우식증에 

이환되기 쉽고, 유치우식증이 훗날 영구치의 발육에 장애요

소로 작용할 수 있고, 치통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유치우식

증으로 인한 유치의 조기상실로 영구치의 맹출과 악골의 성

장에 악영향을 주어 부정교합을 야기하기도 한다[2]. 이처럼, 

유아의 구강보건은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5

세 유아의 유치우식 경험자율은 2000년 83.3%, 2003년 

77.3%, 2006년 67.7%, 2010년 61.5%로 감소하다, 2012년도에 

62.2%, 2015년 64.4% 로 증가하였고, 2015년 유아의 31.9%

가[3]　치료되지 않은 우식유치를 보유하고 있어, 상당수 유아

에서 우식유치의 치료가 필요한 것과 같이 유아의 우식증 이

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유아는 스스로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구강질환

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반복 교육에 의한 동기 

유발과 직접 경험이 강조되어야 하며, 더불어 구강보건교육

에 의한 구강건강행동의 변화가 습관화 되어야 한다[4]. 이처

럼, 유아에게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동기 유발을 고려한 

교육콘텐츠의 선택이 중요한데, 유아기는 상징(symbol)과 심

상(image)을 사용하는 능력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추상적인 

건강개념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구강건강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 분석, 이해하도록 돕는 것

이 필요하다[5].

유아들은 멀티미디어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6], 멀

티미디어는 유아들에게 이미지, 영상, 음성을 통하여 스스로의 

인지수준을 넘어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사고와 건강증

진 행위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은 

사실적 정보를 빠르게 배우고, 반복학습을 가능하게 한다[7].

E-learning의 교육적 특징은 누구든지 필요한 시간에 필요

한 장소에서 필요한 내용을 필요한 양만큼 습득하는 것이 가

능한 학습체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E-learning을 활용하여 유

아에게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하면, 유아는 학습전개 과정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에 맞도록 학습스타일, 학습능

력, 정보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어, 유아라는 학습자 특성

에 맞는 개별학습, 자기 주도 학습, 맞춤학습을 가능하게 하

는 학습 환경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8]. 최근 유치원 

현장에서의 E-learning의 일환인, 영상미디어의 활용교육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많이 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것은 기존 매체로는 불가능했던 교수전략이나 학습방법을 적

용할 수 있게 하였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유아의 건강교육

은 신체건강[10], 영양[11][12] 등 에 관한 교육의 효과를 확

인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을 뿐, 구강보건교육에 관련된 영

상미디어를 활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육현장에서 유아들에게 흥

미 있는 수업과 유아들의 수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영상미디

어를 중심으로 한 E-learning 활용 수업모형을 구성하고, 지도

방법을 치과위생사가 연수한 후, 실제 유치원 현장에서 치과

위생사들이 구강보건관련 수업을 실시하여 유아 구강건강관

리 행태의 개선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K지역에 위치한 H유치원 만 4세 유아 총 50명

과 유아의 부모 50명을 상으로 하였다. 유아의 부모에게 연

구자가 본 연구의 기획의도 및 목적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유아와 보호자에게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

구가 종료될 때까지 모든 교육과 검사 및 설문조사에 응답한 

유아는 총 44명으로 남아가 22명, 여아가 22명이었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유아 32명과 부모 32명을 최종 상

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E-learning 영상 교육콘텐츠를 통한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하

기 전, 유아의 구강환경관리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Patient hy-

giene performance(PHP) index를 조사하였고, 유아의 보호자

에게 구강건강관련 지식 및 행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모

든 검사와 설문조사가 종료된 후, 교육 시행 한달 뒤에 

E-learning 영상 교육콘텐츠에 의한 유아의 구강보건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인지적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 설문조사

지를 사용하였고, 습득된 구강보건지식을 잘 활용하여 구강

건강관리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PHP 

index를 재측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의 세부내용은 아래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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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강환경관리능력 검사 

구강위생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 

index)를 측정하였다. PHP index는 1：10으로 희석한 치면착

색제로 양치하게 한 후, 훈련된 조사요원이 착색 상태를 검사

하였다. PHP index의 상 치아는 좌ㆍ우측 제1 구치의 상

악 협면과 하악 설면, 상악 우측 중절치의 순면, 하악 좌측 

중절치의 순면 등 6개 치아이며, 각 치면은 다시 5개의 부위

(치은, 중앙, 절단, 근심, 원심)로 분할하여 각 부위에 치면세

균막이 남아있으면 1점, 없으면 0점으로 산정하였다. 총 합계

는 0∼30점으로, 이를 평가 치아수로 나누어 구강환경 관리

능력 지수는 최 값 5점, 최소값은 0이었다[13]. PHP index는 

구강환경관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서 높고, 구강환경관리

능력이 좋은 사람에게서 낮다.

2) 구강건강관련 지식 및 행태조사

연구 상 유아는 읽기와 문해 능력 부족으로 설문조사가 

불가능하여, 보호자를 상으로 자녀의 잇솔질 습관 및 구강

관리행태에 관한 문항과 보호자의 구강보건 지식행태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미회수 설문지와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32부(회수율 66%)였다. 

설문문항은 자녀의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 잇솔질 시기 

및 시간 항목과 보호자의 구강건강관련 지식 및 행태로 ‘처

음 자녀의 이를 닦이는 시기’, ‘첫 구강검진 시기’, ‘우식 예

방제로써 불소에 한 지식’, ‘구강검진의 중요성’에 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유아에게 영상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구강보건교육

을 시행한 후에 유아의 구강건강 관련 지식의 파악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으로 구성된 조사지를 제작하여 조사

하였다. 그림 평가지는 실란트(치면열구전색; 치아 홈메우기), 

치아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구분하기, 이가 아플 때의 행

동, 그리고 이 닦기 시기에 관한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구강보건 E-learning 영상콘텐츠 구성

‘NAVER’ 사이트에 ‘튼튼 치아이야기’라는 블로그를 개설

하여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원할 때 구강건강과 관

련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튼튼 치아이야기’에

는 구강건강관리 동영상, 구강관련 기사, 치아상식 총 3가지 

메뉴로 구성하였다. 

구강건강관리 동영상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등

장하며, 이 닦기 동영상, 연극 동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강관련 기사에는 구강청결제, 치아 손상, 어린이 

치아교정이 적절한 시기 등의 기사를 연결하였다. 또한 치아

상식 메뉴에는 치아의 기능, 치아 맹출 시기, 치아가 빠지는 

응급상황에 처하는 방법 등을 게시하였다.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 교육 시 가장 주된 E-learning 교육

콘텐츠는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호랑이의 치카푸카 

여행’이었다. 이 콘텐츠는 숲 속의 왕 호랑이가 구강관리를 

소홀히 하여 힘도 잃고 친구도 잃은 후, 숲 속 다른 동물 친

구들의 도움으로 다시 치아를 튼튼하게 관리하여 정상적인 

삶을 되찾아가는 내용이다[14]. 기타 영상으로는 ‘뽀로로 치

카송’, ‘코코몽과 양치질을 해요’, ‘유정이의 OQ이야기’ 등을 

활용하였다.

4)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는 모두 전산으로 입력하였고,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기법은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유아의 

구강관리행태와 부모님의 구강보건지식행태, 유아들의 구강

보건지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E-learning 영상 교육콘텐츠 활용을 통

한 구강보건교육 전, 후의 구강환경관리능력(PHP index) 변화

를 검정하기 위하여 paired samples t-test를 실시하였다. 유의

수준은 0.05로 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관리 행태

연구 상자의 구강건강관리 행태는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

는 2회가 48.4%, 3회 45.4%로 2-3회가 가장 많았으며, 잇솔

질 시기는 식사 직후가 93.9%로 가장 많았고, 잇솔질 시간은 

1~2분 이내가 51.5%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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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ntal health management behavior of study subjects

2. 연구대상자 보호자의 구강보건관련 지식

연구 상자 보호자의 구강보건관련 지식은 자녀가 처음으

로 이를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한 문항에 답은 

‘첫 이가 나올 때 쯤’으로 36.3%가 올바르게 응답하였고, 첫 

구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한 질문에서는 ‘13~24개

월’이 42.4%로 가장 높았고, ‘25~36개월’이 33.3%, ‘치통이 

있을 때’ 18.1%, ‘0~12개월’ 3.0%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소에 

하여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93.9%, ‘모른다’에 응답한 비

율은 3.0%로 나타났다. 

<Table 2> Dental health related knowledge on the study subjects’ 

parents 

3. E-learning 활용 구강보건교육 후 연구대상자의 지식도  

E-learning 영상콘텐츠를 활용하여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한 

후에 구강보건지식도를 평가하였을 때, 치면열구전색에 정답

률은 86.4%로 나타났고, 치아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한 구분은 65.9%가 정답을 맞추었다. 치아가 아플 때 취해야 

할 행동에 한 문항에서는 ‘치과에 간다’가 79.5%이었고, 잇

솔질 시기에 관한 문항의 정답률은 59.0%로 조사되었다.

                   

<Table 3> Knowledge of the subjects after oral health education 

using e-learning contents

4. E-learning 활용 구강보건교육에 따른 유아의 구강관리능

력 변화

구강보건교육에 따른 유아의 구강관리능력 변화는 구강보

건교육 전 유아의 PHP index 평균은 2.03이었으나, E-learning 

영상콘텐츠를 활용하여 구강보건교육을 수행한 후 PHP index

는 1.48이었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Table 4> Change in PHP index according to E-learning oral health 

education

Ⅳ. 고찰

현 사회에서의 영유아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유치

원과 같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 적으로 길어

지면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초

적인 건강교육 항목들에 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

고 있다. 그러므로 유치원과 같은 유아교육기관의 구강보건

Question
Right 

answer(N(%))

Wrong 

answer(N(%))

Sealant 38(86.4) 6(13.6)

good or bad food for oral health 29(65.9) 15(34.0)

What if I get toothache? 35(79.5) 9(20.5)

When do you brush your teeth? 26(59.0) 18(40.9)

Division M±SD p-value

Before E-learning education 2.03±0.96
0.001

After E-learning education 1.48±0.78

Division   N(%)

All 32(100.0)

Average number of toothbrushing 

per day

0~1 times 0(0.0)

2 times 16(50.0)

3 times 15(46.9)

More than 4 times 1(3.1)

*Brushing point Before meals 2(6.0)

Before and after meals 31(93.9)

After snacking 3(9.0) 

Before sleep 21(63.6)

Toothbrushing time Within 1 minute 4(12.5)

Within 1-2 minutes 17(53.1)

Within 2-3 minutes 7(21.9)

More than 3 minutes 4(12.5)

*Multiple responses.

Division   N(%)

All 32(100.0)

Brushing teeth for the first time Immediately after birth 6(18.8)

Baby teeth erupt 12(37.5)

1-2 years 9(28.1)

From 3 years 5(15.6)

Getting a first point of dental visit 0~12 months 1(3.1)

13~24 months 14(43.8)

25~36 months 11(34.3)

toothache 6(18.8)

Knowledge of fluoride know 31(96.9)

do not know 1 (3.1)

Importance of oral examinations important 32(100.0)

Not importan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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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일생의 좋은 구강보건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15]. 이에 본 연구는 유치원 교육현장에서 유

아에게 흥미 있는 수업과 유아의 수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영상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E-learning 구강보건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의 효과를 조사하여 

유아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고 쉽게 제

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보호자가 관찰한 유아의 구강건강관리 행태

를 보면,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는 평균 2.45회이었다. 이는 

2015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3]에서 한국의 5세 아동이 최

소 하루 평균 2회는 이를 닦고 있는 것과 비슷한 수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유아가 가장 많이 잇솔질 한 시기를 순서

로 나열하면, 식사 직후 93.9%로 가장 높았고, 잠자기 전이 

63.6%이었다. 이는 2015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3]에서도 

한국의 5세 아동이 가장 많이 잇솔질 한 시기 점심식사 후 

75.5%, 아침식사 후 65.6%, 잠자기전 59%, 저녁식사 후 

45.4%와 비슷한 양상이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유아는 식사 

전보다 식사 후 잇솔질을 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아침식사 

후 보다 점심식사 후를 선호하고 있고, 비교적 잇솔질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간식 후 잇솔질

을 하는 유아는 9.0%, 2015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3]에서

는 2.2%, 잠자기전 잇솔질은 63.6%와 59.0%이었기에 유아에

게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할 때, 간식 후와 잠자기 전 잇솔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었다. 

연구 상자 보호자의 구강보건지식 조사에서는 구강검진

은 중요하며(100.0%), 불소에 해 안다(93.9%)고 응답하였으

나, 처음 이를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기와 처음 구강검진

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는 올바르게 응답하지 못하였다. 영유

아기의 구강건강관리는 평생구강건강의 초석이 된다. 이 시

기의 아동은 보호자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구강건강관리 행

위를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호자의 가치관과 태도는 자

녀의 건강관리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

지식은 올바른 건강행위를 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16]. 영유

아의 치아는 이가 나기 전부터 거즈로 닦아주고, 이가 난 후

에는 작고 부드러운 유아용 칫솔과 물로 닦아주어야 한다. 또

한, 첫 이가 맹출 한 후 6개월 이내 또는 생후 12개월경에 치

과를 방문하여야 하고 그 이후 1년에 1회 정기치과검진을 받

아야 한다.   

아동의 구강건강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구강도 철저하게 관

리되어야 한다. 부모가 치아우식 경험이 많을수록 자녀의 치

아우식 발생율이 높아지고[17],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치아우

식이 전염된다[18]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전 연구에서는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모범 유치원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

을 진행하여 유아와 부모, 교사를 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15]. 효과를 확인한 결과 보호자의 치아 중요성 

인지가 긍정적으로 증가하였고, 유아의 구강환경관리능력도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유의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p<0.001). 이처럼 유아의 구강건강행동이 습관화되고 잇

솔질 능력이 완성될 수 있도록, 유아 뿐만 아니라, 교사와 부

모에게도 계속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필수적

인 요소라고 생각되어진다.

E-learning 콘텐츠를 활용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 본 연

구는 교육하기 전 유아의 PHP index는 2.03이었고, 교육 후 

1.48이었다. E-learning 구강보건교육콘텐츠를 통한 교육 전⋅
후의 유아의 PHP index 평균 차이는 0.55로 나타났으며, 유

의하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 후 평가지

를 통해 유아의 지식도를 평가한 결과, 정답률이 평균 70%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으로 E-learning 교육콘텐

츠를 통한 교육이 효과적이었으며, 그에 따른 유아들의 구강

환경관리능력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일부 유치원에 국한된 조사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유아의 행태를 관찰한 보호자를 통해 설문조사

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며, 유

치원 내에서의 행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또한, 유아들의 구강관

리행태를 교육 전과 후에 따라 비교할 측정 도구가 없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관찰법을 적용하여 측정

에 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낮 시간 

동안 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교사의 관찰에 의한 측정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E-learning을 활용한 

구강보건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아의 구강건강관

리 행태의 개선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에서 의미

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현장에 적용 가능하

며, 효과가 검증된 E-learning을 이용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한다면, 유아의 자가 구강환경관리능력 개선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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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E-learning 교육콘텐츠를 이용한 구강보건교육이 자가 구강

환경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K지역 유아 44

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E-learning 교육 후 교육에 관한 학습 평가를 시행했을 때 

정답률이 평균 70%를 넘어 유아의 구강보건지식이 높아

짐을 알 수 있었다.

2. E-learning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구강보건교육이 유아의 구

강위생관리능력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learning 

교육콘텐츠를 이용하면 유아들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고 

친근감과 즐거움을 전달해 구강위생관리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참고문헌

1. Park js: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Infant and 

Early Nutrition Education.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19(1):277-298, 2015.

2. Jung MH, Jun SH: A child oral care state according to 

mother`s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selected pre-

school in Daegu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0(6):965-972, 2010.

3．Ministry of Health & Welfare: Korean National Oral 

Health Survey. Ministry of Health & Welfare, Seoul, 2015. 

4. Choi GL, Kwak KH, Jung SC, Kim JY: A Study on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Attitude of Elementary School 

Nursing Teachers in Seoul.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7(1):39-46, 1990.

5. Kim IO: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ental Health 

Education Program for Preschool Children. Korea Jou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31(12):153-177, 2002.

6. Baranowski T, Buday R, Thompson D, Baranowski J: 

Playing for real: video games and stories for health-related 

behavior change. Am J Prev Med 34(1):74-82, 2008.

7. Sheffield E G, Hudson J.A: You must remenber this: Effercts 

of vidio and photograph reminders on 18-month-olds event 

memory.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7(1):73-93, 

2006. 

8. You YM: Comparison of Understanding of Kindergarten 

Teachers with Elementary School Teachers for ICT 

Application, Attitude and e-Learning,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2005.

9. Park SK: A study on the model for learning activities of us-

ing e-Learning in kindergart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13(1):205-229, 2009.

10. Lieberman DA: Management of chronic pediatric diseases 

with interactive health games: theory and research 

findings. J Ambul Care Manage 24(1):26-38, 2001.

11. Munguba MC, Valdés MT, da Silva CA: The application of 

an occupational therapy nutrition education programme for 

children who are obese. Occup Ther Int 15(1):56-70, 2008. 

12. Kim IO, Yang EY, Choi H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Preschoolers, Korea 

Jou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61(4):45-62. 2010.

13. Podshadley AG, Haley JV: A method for evaluating oral hy-

giene performance. Public Health Rep 83(3):259-264, 1968.

14. C.D.C Korea: http://health.cdc.go.kr/health/dental/sub01/

sub01_4v.html.

15. Ahn SY, Hwang YS, Han SJ: Effect of Oral Healthcare 

Program of Exemplary Kindergartens for Prevent the 

Dental Caries in Incheon City, Korea,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3(4):501-509, 2003.

16. Park HS, Kim JS: A Survey of Parent`s Oral Health 

Perception for the Oral Health Promotion of the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7(3):135-139, 2007.

17. Poutanen R, Lahti S, Seppä L, Tolvanen M, Hausen H: 

Oral health-related knowledge, attitudes, behavior, and 

family characteristics among Finnish schoolchildren with 

and without active initial caries lesions. Acta Odontol 

Scand 65(2):87-96, 2007.

18. Mattos-Graner RO, Corrêa MS, Latorre MR, Peres RC, 

Mayer MP: Mutans streptococci oral colonization in 

12-30-month-old Brazilian children over a one-year fol-

low-up period. J Public Health Dent 61(3):161-167,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