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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gender educational
effects of oral health education among 7 year old children, and to seek changes in oral hygiene
status,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Oral health education was conducted
through singing and rhythmic singing, puppetry, and oral panel education. In addition, evaluation
of oral health knowledge through the Patient Hygiene Performance (PHP) Index, picture questionnaires, and parentally guided behavioral changes in the children were evaluated before and
after educatio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ducational effect was observed in all children when
oral health education was implemented (p<0.01).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ith regard to gender before and after education (p>0.05). Therefore, the future direction of oral health education should be to uniformly provide oral health education in order to
enhance children’s participation and their cooperation in building good oral hygiene management habits, as well as to improve oral care abilities regardless of gender.
Key words : Oral health education,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behavior, Patient Hygiene
Performance (PHP) index

I. 서론
명력을 가진다고 보고되었으며, 이 결과는 유전적 영향을 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이란, 질병에 이환되어 있

외한 모든 영역은 보건교육을 통해 변화가 가능함을 시사하

지 않고 손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

였다[2]. 유아기는 전 생애의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발달단계

로 안녕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1]. 이러한 건강에 영향을

이며,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이때 형성된 구강건강습관으로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생활습관 50%, 유전 20%, 환

인해 일생동안의 구강건강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

경 20%, 건강서비스 이용 정도 10%의 순서로 건강영향에 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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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5세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유아의 유치우식경험자율은 2000년 83.3%, 2003년 77.3%,
2006년 67.7%, 2010년 61.5%로 감소하였으나, 2012년도에

1. 연구대상

62.2%, 2015년 64.4%로 다시 증가하였다. 만 5세 아동 1인이
보유하고 있는 평균 우식경험유치수는 2003년 5.12개, 2006

본 연구는 D지역에 위치한 L유치원 원아 7세 아동 50명을

년 2.85개, 2010년 3.0개, 2012년 2.8개, 2015년 3.1개이었으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의 보호자에게 연구자가 연구의 기획

며[3], 만 12세 아동의 어린이는 2003년 3.3개, 2006년 2.2개,

의도 및 목적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보호자

2010년 2.0개, 2012년 1.8개, 2015년 약 1.9개의 치아우식증을

의 아동에게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모든

경험하고 있어[3], 독일(0.7개), 영국(0.7개)의 평균 1.0개 미만

교육과 검사 및 설문조사에 응답한 아동 중 불성실한 응답을

의 영구치 우식증을 경험하는 OECD 선진국에 비해 영구치

제외한 총 36명, 남아가 23명(63.9%), 여아가 13명(36.1%)을

우식증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치

최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양대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 연구방법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최적의 구강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4]. 특히, 학령전기 6－7세에는

성별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후 구강보건지식 및 구강보건행

영구치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첫 영구치인 제1

태 변화를 알아보기 전, 아동의 구강환경관리능력을 알아보

대구치가 맹출하며, 유치열에서 영구치열로 교환되는 혼합치

기 위해 PHP(Patient hygiene performance, 구강환경관리능력

열기가 시작되어서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지수) index를 조사하였고, 아동의 구강보건지식을 측정하기

하지만, 구강보건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초등학생을

위해 인지적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 설문 조사지를 사

대상으로 한 연구[5][6][7][8][9][10][11], 어머니를 대상으로

용하여 실시하였으며, 보호자를 통해 아동의 구강건강관련

한 연구[12], 산업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3], 결혼이주여

행태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모든 검사와 설문조사가

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14],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5]

종료된 후,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하였고, 시행 한 달 뒤 다시

[16]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

구강보건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그림 설문 조사지를 사용하였

로 한 구강보건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으며, 습득된 구강보건지식을 잘 활용하여 구강건강관리 행

않고 있으며, 그 연구도 유치원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의 효

동과 태도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태 관련

과나 치면세균막지수의 변화, 칫솔질 효과만을 조사하였을

설문지와 PHP index를 재측정 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의

뿐, 성별에 따른 구강보건교육의 효과나 구강보건교육 후 구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강관리행태변화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으며, 관찰기간도
충분하지 않았다[17][18][19][20][21][22].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아동의 성별에 따른 구강

2.1. 구강위생관리능력(PHP) 지수 측정
구강보건교육에 의한 구강위생관리능력 향상 정도를 확인

위생관리능력의 차이를 파악하고,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성별

하기 위해 구강보건교육 전, 후 PHP index를 측정하였다.

에 따른 교육의 지식과 행태에 대하여 변화 및 차이가 있는

PHP index는 1：10으로 희석한 치면착색제로 양치하게 한

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진행하였으며, 학령전기 아동

후, 훈련된 조사요원이 착색 상태를 검사하였다. PHP index

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더욱 효과적인 구강보건교육방법과

의 대상 치아는 좌 · 우측 제1대구치의 상악 협면과 하악 설

매체 개발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면, 상악 우측 중절치의 순면, 하악 좌측 중절치의 순면 등 6
개 치아이며, 각 치면은 다시 5개의 부위(치은, 중앙, 절단,
근심, 원심)로 분할하여 각 부위에 치면세균막이 남아있으면
1점, 없으면 0점으로 산정하였다. 총 합계는 0∼30점으로, 이
를 검사한 치아수로 나누어 산정한 값인 PHP index는 최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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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최소값은 0이었다[23]. PHP index는 구강환경관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높고, 구강환경관리능력이 좋은 사람은 낮다.

2.2. 그림설문지를 통한 아동의 구강건강지식도 측정
아동들에게 배부한 설문지는 교육 전과 교육 후로 나누어
같은 내용의 설문지로 2번 실시하였으며 한글을 잘 모르는
나이와 상황을 참작하여 1번 성별 선택을 제외한 크게 총 4
개의 그림으로 구성된 조사지를 제작하여 조사하였다. 1번

<Fig. 1－1> Picture questionnaire

항목은 성별 선택, 2번 항목은 치아의 종류와 그 역할을 올바
르게 선 긋기 하는 것으로 3문항 각 1점으로 총 3점 배점하
였다. 3번 항목은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고르기로 8개의 음
식에 대해 o, x를 선택하도록 하여 각 1점씩 총 8점을 배점하
였다. 4번 항목은 칫솔질 법에 대한 올바른 방법 고르기를 하
여 맞추면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으로 배점하였다. 5번 항목
은 칫솔의 올바른 보관법에 대한 선 긋기를 실시하여 3문항
각 1점으로 총 3점 배점하였다. 따라서 아동 그림설문지는 총
15점 만점으로 조사하였다<Fig. 1－1, Fig. 1－2>.

<Fig. 1－2> Picture questionnaire

2.3. 보호자 대상 아동의 구강보건행태 설문조사
연구대상 아동은 읽기와 문해 능력 부족으로 설문조사가
불가능하여,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구강관리행태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미회수 설문지와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36부(회수율 72%)였다.
보호자에게 배부한 설문지는 교육 전과 교육 후로 나누어
같은 내용의 설문지로 2번 실시하였으며 항목은 성별과 나이
작성항목을 제외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번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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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선택, 2번 항목은 나이, 3번 항목은 하루 칫솔질 횟수 0

후 1.06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PHP Index의

회는 5점, 1회는 4점, 2회는 3점, 3회는 2점, 4회 이상은 1점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으로 평가, 4번 항목은 한 주 동안 과자류 섭취 횟수 여부로
한주 동안 아예 안 먹는 경우 5점, 1~2회는 4점, 3~4회는 3
점, 5~6회 2점, 7회 이상 1점으로 평가, 5번 항목은 한 주 동

<Table 1> Change of PHP index according to gender after oral
health education
(Unit: M±SD)

안 탄산음료의 섭취 횟수 여부로 아예 안 먹는 경우 5점, 1~2

Division

Boy

Girl

Total

회는 4점, 3~4회는 3점, 5~6회 2점, 7회 이상 1점으로 평가, 6

Before oral health education

1.80±0.66

1.62±0.62

1.73±0.64

After oral health education

1.23±0.46

1.06±0.43

1.17±0.45

번 항목은 취침 전 양치질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 7번 항목은 취침 전 자발적으로 양치질에 협

PHP Index change variation －0.57±0.50＊ －0.55±0.48＊ －0.56±0.49＊
＊p ＜ 0.01, x² or t = －0.07

조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 8번 항
목은 양치질 후 입을 헹구는 횟수는 1~3회는 1점, 4~6회 2점,
7~10회 3점, 10회 이상 4점으로 평가, 9번 항목은 아이가 양
치질에 협조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
다’는 1점, ‘협조적인 편이다’는 2점, ‘항상 협조적이다’는 3
점, 10번 항목은 음식 섭취 후 바로 양치질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에서 ‘예’는 1점, ‘아니오’ 0점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보호자 대상 설문조사는 총 25점 만점으로 구성하였다.

2. 그림설문지를 통한 아동의 구강건강지식 변화
그림설문지를 통하여 확인한 아동의 구강건강지식 점수는
Table 2와 같이, 교육 전 9.65점에서 12.69점으로 구강건강
지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성별에 따른 구강건강지식 수준 변화는 남아는 교
육 전 9.83점, 교육 후 13.17점으로 향상되었고, 여아는 교육
전 9.08, 교육 후 11.85점으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어, 남아

2.4.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는 모두 전산으로 입력하였고,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기법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빈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의 지식수준 변화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2> Oral health knowledge of the subjects after oral health
education
(Unit: M±SD)

성별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전, 후의 구강환경관리능력(PHP

Division

Boy

Girl

Total

index) 변화와 및 아동들의 구강보건지식 및 아동의 구강관리

Before oral health education

9.83±1.88

9.08±1.26

9.56±1.70

행태를 검정하기 위하여 paired samples t－test를 실시하였다.

After oral health education

13.17±1.34

11.85±1.21

12.69±1.43

유의수준은 0.05로 정하였다.

Oral health knowledge
change variation

+3.35±2.01＊ +2.77±0.73＊ +3.14±1.68＊

＊p ＜ 0.01, x² or t = 1.0

Ⅲ. 연구결과
1. 구강위생관리능력 변화
구강위생관리능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 전과
후에 PHP index를 측정한 결과, Table 1과 같이, 교육 전
1.73에서 교육 후에 1.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01). 또한 구강보건교육에 따른 PHP index 변화의 성별
차이는 남아의 교육 전 PHP index는 1.8에서 교육 후 1.23으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는 교육 전 1.62에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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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구강보건행태 변화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구강보건행태 변화는 표 3과 같이, 교
육 전 14.13에서 교육 후 15.88로 향상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아동이 가정에서의 구강위생관
리 행동변화를 보인 결과는 남아의 경우, 교육 전에 14.00에서
교육 후 15.00로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보였고, 여아 또한 교육
전에 14.33에서 교육 후 14.83으로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보였
다. 성별에 따른 구강위생관리 행동변화량은 남아가 0.70, 여아
가 0.50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changes after oral health education according to the gender of some local preschool children

<Table 3> Oral health behavior of the subjects after oral health
education
(Unit: M±SD)

였지만, 두 집단 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집단에서 PHP Index가 남아의 비해 전체적

Division

Boy

Girl

Total

으로 낮은 것은 여아 학부모의 칫솔질 참여도가 남아 학부모

Before oral health education

14.00±2.45

14.33±1.75

14.13±2.16

After oral health education

15.00±2.34

14.83±1.33

15.88±1.71

의 비해 2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응답한 것이 영향을 준 것

+0.50±2.17

+1.75±1.95＊

Oral health behavior change
+0.70±3.37＊
variation

으로 사료되었다.
그림설문지를 통한 아동의 구강건강지식 변화는 교육 전
9.56점에서 교육 후 12.69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p ＜ 0.01, x² or t = 1.87

김 등[20] 연구에서 유치원 아동들에게 구강보건교육 후 구강
보건지식 총점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과 같은 결과이었다. 성

Ⅳ. 고찰

별에 따른 구강건강지식의 변화량은 남아 9.83에서 13.17으
로, 여아 9.08에서 11.85으로 각각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였

치아우식증은 우식성 간식섭취의 제한과 올바른 칫솔질을
통해 관리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며[24], 예방 관리
의 효과가 성인보다 어린이에 더 크며[25], 치아우식증에 대
한 감수성이 예민한 유아의 경우 자발적으로 구강보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반복적인 경험과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6].
유아기 구강건강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유아기는
개인 위생관리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로써 올바른 치아
관리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보고하였고[27], 스스로
구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유치원 시기에 구
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계속적으로 제공 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28].
따라서 본 연구는 L유치원 원아 중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
하는 시기인 7세 아동 36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구강위
생관리능력의 차이를 파악하고,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성별에
따른 교육의 지식과 행태에 대하여 변화 및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진행하였으며, 더 나아가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더욱 효과적인 구강보건교육방
법과 매체 개발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구강위생관리능력은 교육 전 1.73점, 교육
후 1.17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송경희, 김혜진[8]
의 PHP를 이용한 초등학생들의 구강보건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의 3학년 2.62점에서 2.42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과 4
학년 1.60점에서, 2.11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비교적 유아들이 구강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PHP Index의 변화량은 남아 1.80에
서 1.23으로, 여아 1.62에서 1.06으로 감소하여 각각의 집단에
서 구강보건교육 전후 PHP Index가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

지만,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구강보건행태 변화는 14.13점에서
15.88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송병선[17]의 5세 아
동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이 유치원 아동의 구강건강에
미치는 효과에서 구강보건교육을 한 집단이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 치약사용, 우식성 식품 섭취하지 않기, 칫솔질 횟수
등의 변화에 구강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행태 변
화가 많은 것과, 김 등[20] 연구에서도 하루 칫솔질 횟수, 주
로 먹는 간식의 종류, 혀, 잇몸 닦는 점수 등에서 교육 후 점
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이었다. 성별에 따
른 구강건강행태 변화량은 남아는 14.00에서 15.00으로 유의
하게 증가하였고, 여아는 14.33에서 14.83으로 증가하였다.
구강보건교육 후 그림설문지를 통한 아동의 구강건강지식변
화와 구강건강행태변화에서 남아에게서 모두 유의한 수준으
로 증가한 것은 교육기간동안의 집중도 및 참여도가 남아에
게서 더 높았고, 가정설문지의 회수율은 남아가 69.5%, 여아
가 46.1%로 회수율이 더 높은 남아 부모의 연구 개입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은 그 자체로는 효과가
있지만, 남녀 차이를 두기에는 의미가 없었다. 이는 부모의
개입이 아동의 교육 효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육을
하는 동안 아동의 참여도 및 협조도가 교육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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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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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9]. 구강보건교육은 아동으로 하여금 구강을 청결히 유지

하고자 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

1. 연구대상자인 7세 아동들의 전체 PHP 지수는 교육 전

며, 어린 유치원 아동에게 구강보건교육을 하였을 때, 개인

1.73, 교육 후 1.17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1), 교육

구강 위생 관리 습관을 형성하고 이와 관련한 방법을 배우며

전 후 PHP 변화량은 남아가 –0.57, 여아는 –0.55로 남녀

이후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게 된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전 연구에서는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모범 유치원 구

2.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에 따른 지식수준 변화를

강건강관리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유아와 부모, 교사를 대상으

평가하였을 때, 전체평균이 교육 전 9.56, 교육 후 12.69로

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30]. 효과를 확인한 결과 보호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의 치아 중요성 인지가 긍정적으로 증가하였고, 유아의 구

(p<0.01). 교육 전후 지식도 차이는 남아가 +3.35, 여아가

강환경관리능력도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유의하게 개선된

+2.77으로 나타나 남아에서 지식수준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01). 이처럼 유아의 구강건강행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동이 습관화되고 칫솔질 능력이 완성될 수 있도록, 유아 뿐만

가 없었다(p>0.05).

아니라, 교사와 부모에게도 계속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되어진다.

3. 가정설문지를 통한 구강위생관리 행동변화는 교육 전
14.13, 교육 후 15.88로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p<0.05). 성

본 연구는 일부 유치원에 국한되어 진행하였기에 이론을

별에 따른 구강위생관리 행동변화는 남아 +0.7, 여아 +0.5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행태조사의 경우 유아의 행태

로 남아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를 관찰한 보호자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호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
하였으며, 반복 교육을 통하여 꾸준히 지켜보지 못하여 연구

결론적으로 구강보건교육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남녀 간에 차이를 두지 않고 동질의 교육을 진행

기간도 짧았다.
이러한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구강보건교육

함으로써 전체 아동의 참여도 및 협조도를 증진시켜, 구강위

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차이를 두기 보다

생관리 습관을 형성시키고, 구강관리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

는 교육 대상의 전체 아동의 참여도 및 협조도를 고려 하여

도록 구강보건교육이 기획되어야 하겠다.

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사
료되었다.
앞으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을 더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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