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2017, September. 5(2): 35~39
ISSN: 2288-6079

Copyright@ 2017 by the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KOHS)

35

일부지역 성인들의 구강보건교육 경험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인식수준

윤현서1‡, 채유정2

동의 학교 치위생학과1, 동의 학교 보건의과학과2

Oral health care awareness levels according to the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of some local adults

Hyun-Seo Yoon1‡, You-Jung Chae2

1Dept. of Dental Hygiene, Dongeui University
2Dept. of Biomedical Health Science, Dongeui University

Ⅰ. 서론

우리나라 경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치과치료에 한 관심과 비중이 컸던 과거에 비해 치아우식

증이나 치주질환의 조기 발견 및 구강병 예방을 위한 방법과 

관심이 증가하고,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 등 많은 구강예

방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구강건강은 저작과 발음, 심미적인 

기능을 하며, 인관계의 교류가 많은 성인의 경우 사회생활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이며, 비

가역적이고 상태가 악화될 경우 많은 통증과 치료비, 시간 등

이 소모 된다. 구강질환은 급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부

분 개인의 환경과 사회학적인 요인, 식습관 등에 의해 만성적

으로 발생되며, 구강건강관리에 소홀하거나, 적절한 치료 시

기를 놓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치아의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

[2].

이러한 양  구강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올바른 

칫솔질과 불소도포, 주기적 치석제거 등 을 들 수 있으며, 구

체적으로 치아우식의 예방효과인 불소는 법랑질의 탈회를 억

제시키고 재 광화시켜 치아 표면에 항균효과를 높여주는 것

으로 보고되어 졌다[3]. 불소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치아우식

증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에서 선호도가 높으며, 불소도

포 방법으로는 불소가 함유된 구강위생용품의 사용, 상수도

불소농도 조정사업, 전문가 불소이온도포법과 불소 바니쉬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농도로 

지속적으로 도포하는 경우 부작용으로 반점치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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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perception of oral health care 

according to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For this study, 300 adults in the Busan area were 

surveyed for 3 months. In the case of oral health education in oral hygiene management, there were 

many cases of brushing before breakfast (p = 0.037) and correct brushing (p <0.001). The recognition 

level of oral hygiene products was also high, 2.92 points (p = 0.001). Among oral hygiene products, 

the use of interdental toothbrushes (p = 0.001) and tongue cleaners (p = 0.025) were more frequent. 

The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in fluoride perception was high (p = 0.043) and fluoride 

experience was high (p = 0.025). If you have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in both oral hygiene 

management and fluoride awareness, you will improve your awareness levels. By developing and 

systematically educating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s, awareness levels can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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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의 경우 주요원인이 치면에 부착된 음식물 찌꺼기

와 치태, 외인성 색소이며 이를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칫솔질과 정기적 스켈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40  이후에는 치주질환을 앓게 있는 비율이 70%에 이르며, 

이를 방치하게 되면 치조골이 소실되어 치아를 상실하게 되

는 주요원인이 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연구들에서 정기적 

스켈링은 치주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올바른 칫

솔질은 치주질환 이외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4].

다수 사람들은 본인의 구강건강상태에 한 인식이 낮

고, 구강건강관리에 해 정확한 지식과 인지가 낮아서 구강

검진을 통하여 충분한 구강보건교육과 상담이 이루어 져야하

며[5], 다양한 매채를 통하여 구강보건지식과 주관적 구강건

강상태의 인식이 높아져야 스스로 구강건강관리에 한 동기

유발을 할 수 있어 효과가 있고 지속성이 생긴다고 보고되어 

있다[6]. 올바른 지식이 구강건강관리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구강보건교육의 기회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하

고 있는 구강보건교육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성인을 상으로 하여 구강보건교육의 경험이 구강병 

예방관리, 즉 칫솔질, 스켈링, 불소에 한 인식수준과 실천

수준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014년 12월 5일부터 2015년 2월 8일까지 약 3개월간 부

산지역에 거주하는 20-30  성인을 상으로 설문조사의 취

지를 설명하고 동의한 사람들에게 직접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총 31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0명을 제외하고 최종 300명을 분석

하였다.

2. 연구방법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5문항, 구강위생관리 4문항

(칫솔질방법, 칫솔질 시기, 구강위생용품 인식과 실천), 스켈

링 5문항(스켈링의 필요성인지, 경험유무, 효과인식, 주기, 받

은 횟수), 치아 홈 메우기 4문항(치아 홈 메우기 필요성, 경

험, 효과, 건강보험 보장), 불소 6문항(치아우식증 예방효과인

식, 치약의 불소함유 여부 인식, 전문가 불소도포 경험 유무, 

효과,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불소의 

경우 문항 간 신뢰도는 .587 이다.

3. 분석방법

SPSS 프로그램(ver.23.0)을 이용하여 구강보건교육 경험유

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구강위생관리, 스켈링인식과 실천, 

불소인식에 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t-test를 실시

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p<0.05인 경

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III. 결과

1. 구강보건교육 유무에 따른 구강위생관리 수준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위생관리 수준은 

<Table 1>과 같다. 칫솔질 시기에서 아침 식사 전에 칫솔질

을 하는 사람이 52.7%로 많았으며(p=0.037), 칫솔질 방법에서

는 회전법(81.9%) 이나 바스법(90.0%)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p<0.001). 구강위생용품 인식유

무에서는 치간칫솔에 한 인식이 69.4%로 높았고(p=0.001), 

혀 클리너에 한 인식수준도 67.6%로 높았으며(p=0.025), 전

체 구강위생용품 인식 평균은 2.92점으로(p<0.001) 차이를 보

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강위생용품 사용은 치간 칫솔 

사용이 72.9%로 많았고(p=0.006), 구강위생용품 사용 평균은 

1.70점으로 (p=0.003)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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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ral hygiene management according to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N(%)

2. 구강보건교육 유무에 따른 스켈링의 인식과 실천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스켈링의 인식과 실천은 

<Table 2>와 같다.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스켈링 

경험이 64.3%로 많았고, 스켈링 효과를 인지하는 경우 61.2%

로 많았으며, 스켈링 주기는 짧았으나 확률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2> Scaling recognition and practice according to experi-

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N(%)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Oral health education 

p
No Yes

Necessity of scaling Yes 107(39.9) 161(60.1) 0.573

No 11(34.4) 21(65.6)

Scaling experience Yes 71(35.7) 128(64.3) 0.080

No 47(46.5) 54(53.5)

Number of scaling No 47(46.5) 54(53.5) 0.064

1 23(43.4) 30(56.6)

2 16(24.2) 50(75.8)

3 17(44.7) 21(55.3)

4 6(46.2) 7(53.8)

5≤ 9(31.0) 20(69.0)

Recognition of scaling effect No 5(55.6) 4(44.4) 0.323

Yes 113(38.8) 178(61.2)

Scaling cycle ≤ 3 month 11(35.5) 20(64.5) 0.653

6 month 41(36.9) 70(63.1)

1 year ≤ 66(41.8) 92(60.7)

3. 구강보건교육 유무에 따른 치아홈메우기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치아 홈 메우기는 <Table 

3>과 같다.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치아홈 메우기에 

한 인식이 66.7%로 높았고, 치아 홈 메우기 경험이 있다가 

71.4%로 높았으며, 효과가 있다가 75.0%, 건강보험 수진 인

지 61.9%로 많았으나 확률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3> Sealant according to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N(%)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Oral health education 

p
No Yes

Necessity of sealant know 9(33.3) 18(66.7) 0.325

Have heard of 32(34.4) 61(65.6)

don't know 77(42.8) 103(57.2)

Sealant Experience Yes 8(28.6) 20(71.4) 0.310

No 110(40.4) 162(59.6)

Sealant Effect Didn't do it 111(40.7) 162(59.3) 0.315

To exist 6(25.0) 18(75.0)

To have none 1(33.1) 2(66.7)

Whether insurance cover-

age

Yes 8(38.1) 13(61.9) 1.000

No 110(39.4) 169(60.6)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Oral health education 

p
No Yes

Period tooth 

brushing

Before breakfast 52(47.3) 58(52.7) 0.037*

After breakfast 86(38.4) 138(61.6) 0.589

After lunch 81(36.8) 139(63.2) 0.144

After dinner 78(40.0) 117(60.0) 0.805

After eating a snack 14(31.1) 31(68.9) 0.249

Before sleeping 71(40.8) 103(59.2) 0.552

Mean±SD 3.24±1.13 3.22±0.90 0.888

Tooth brushing 

methods

Scrub method 10(50.0) 10(50.0) <0.001***

Rolling method 34(18.1) 154(81.9)

Bass method 1(10.0) 9(90.0)

Others 73(89.0) 9(11.0)

Oral hygiene 

products 

recognition

Floss 99(38.2) 160(61.8) 0.390

Interdental brush 46(30.6) 111(69.4) 0.001**

Gargle 70(38.7) 111(61.3) 0.810

Tongue cleaner 44(32.4) 92(67.6) 0.025*

Wather pick 10(35.7) 18(64.3) 0.839

Mean±SD 2.45±1.16 2.92±1.25 0.001**

Use oral 

hygiene 

products

Floss 52(34.2) 100(65.8) 0.076

Interdental brush 23(27.1) 62(72.9) 0.006*

Gargle 53(38.1) 86(61.9) 0.723

Tongue cleaner 22(30.1) 51(69.9) 0.074

Wather pick 5(38.5) 8(61.5) 1.000

Mean±SD 1.31±1.08 1.70±1.08 0.003***


p<0 001


p<0 01


p<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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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강보건교육 유무에 따른 불소인지

구강보건교육 경험유무에 따른 불소인식 수준은 <Table 4>

와 같다. 치아우식 예방효과에서는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

는 사람이 66.1%로 높았으며(p=0.043), 일상생활에서의 불소

경험인식에서도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69.6%

로 높았으며(p=0.025),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모

든 치약에서 불소 함유인지여부, 전문가 불소도포 경험유무, 

충치 시린니 예방효과에서도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높았으며,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해서는 보다 긍정적이였다.

<Table 4> Necessity of fluoride according to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N(%)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Oral health education 

p
No Yes

Recognition of pre-

ventive effect of dental 

caries

Yes 56(33.9) 109(66.1) 0.043
*

No 62(45.9) 73(54.1)

Experience fluoride in 

daily life

Yes 31(30.4) 71(69.6) 0.025
*

No 87(43.9) 111(56.1)

Whether all toothpaste 

is fluoride-containing

Yes 52(35.4) 95(64.6) 0.194

No 66(43.1) 87(56.9)

Expert Fluoride appli-

cation experience

Yes 7(25.9) 20(74.1) 0.153

No 111(40.7) 162(59.3)

cavity, sensitive 

Preventive effect

Yes 103(37.9) 169(62.1) 0.154

No 15(53.6) 13(46.4)

Fluoride concentration 

adjustment business of 

tap water

Positive 29(32.6) 60(67.4) 0.141

Negative 18(51.4) 17(48.6)

Unreasonableness 71(40.3) 105(59.7)


p<0 05

IV. 고찰

구강 질환은 비 가역적 질환으로 한번 나빠진 치아나 잇몸

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힘들며, 치료를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최신 치과 치료 동향을 살펴보면 

치료 위주였던 과거와 달리 구강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구강

검진과 올바른 잇솔질 등으로 구강 예방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구강 질환 예방을 위한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성인들의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구강보건

교육 경험에 따른 인식수준을 분석하여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를 위한 인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칫솔질 시기에서 아침 식

사 전에 칫솔질(P=0.037), 칫솔질 방법에서는 회전법이나 바

스법으로 칫솔질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p<0.001). 구강위생용

품 인식유무에서는 치간 칫솔(p=0.001), 혀 클리너(p=0.025), 

전체 구강위생용품 인식 평균은 2.92점으로(p<0.001) 차이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강위생용품 사용은 치간 칫

솔 사용(p=0.006), 구강위생용품 사용 평균은 1.70점으로

(p=0.003)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우 등[7]의 

연구에서 구강질환예방을 위한 관리로 칫솔질 교육이 가장 

높았고, 구강 위생관리로 치실 사용의 인식과 실천이 높았다

는 것과 비슷한 결과였고, 구강보건교육의 경험이 있는 사람

이 구강위생관리의 인식이 높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스켈링 경험이 64.3%로 

많았고, 스켈링 효과를 인지하는 경우 61.2%로 많았으며, 스

켈링 주기는 짧았으나 확률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우 

등[7]의 연구에서 구강 질환 예방 관리로 치석제거를 54% 한

다는 것에 비해, 치석제거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비중

이 46%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스켈링 주기가 긴 결과가 높

았다. 이를 바탕으로 구강보건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스켈링

의 인식과 주기의 개선이 필요하다.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치아 홈 메우기에 한 

인식이 66.7%로 높았고, 치아 홈 메우기 경험이 있다가 

71.4%로 높았으며, 효과가 있다가 75.0%, 보험 여부 61.9%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확률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김 등

[8]의 연구에서 다수 치아 홈 메우기에 한 목적과 인지여

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인지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진 가능

성에 한 인식 또한 높았다. 인지 경로로 치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로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구강 질환 중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치아 홈 메우기의 인식

을 많은 매채를 이용하여 증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치아우식 예방효과가 있다

(p=0.043)와 일상생활에서의 불소경험인식(p=0.025)이 높았으

며, 모든 치약에서 불소 함유인지여부, 전문가 불소도포 경험

유무, 충치 시린니 예방효과에서도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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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해서는 보다 긍정적 

이였다. 윤 등[9]의 연구에서 불소에 한 교육을 받은 경험 

비율이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으며, 불소 사용 인식 또한 여자

가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불소에 한 구강보건교육이 중요

하며, 불소 사용의 목적과 인식의 변화를 위해 구강보건교육

의 빈도를 증가시켜야 하고, 상자 또한 성별, 연령  구분 

없이 교육되어야 한다.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우 아침식전 칫솔질, 칫솔질 방법, 

구강위생용품 사용을 제 로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었으며, 

불소에 한 인식수준 또한 높았다.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

환은 발생이전에 예방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치원

에서부터 시작하는 구강보건교육들이 부분이 집단으로 이

루어지고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성인 이후에는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기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성인을 상으로 구강

보건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

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과 올바른 

구강건강행위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의 중요

성과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실천하고 있는 구강건강

행위와 인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설문조사 하였으며,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구강위생관리에서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아침 

식사 전에 칫솔질을 하고, 칫솔질 방법에서는 회전법이나 

바스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는 경우가 많았

다. 구강위생용품의 인식은 치간 칫솔에 한 인식이 높았

고, 혀 클리너에 한 인식수준도 높았다.

2. 스켈링의 인식과 실천은 구강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스켈

링 경험이 높았고, 횟수로는 2회가 많았으며, 스켈링 인식

이 높았다. 

3. 치아 홈 메우기에서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스켈

링 인식과 경험,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4. 불소도포에서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불소도포에 

해 인지하는 경우 많았고, 불소도포의 경험 또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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