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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use of oral hygiene supplies and oral 

disease symptoms among adolescents in an effort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n the selection of 

what to teach in youth oral health education. As for analysis methods, SPSS 18.0 was employed. 

Frequency analysis and cross tabs were carried out. Regarding the use of oral hygiene supplies 

by gender, the rate of use of mouth rinse was 4.2% lower in the boys(20.9%) than in the girls(25.1%), 

and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x2=9.95, p<0.05). Regarding the use of oral hygiene 

supplies by grade, the middle school students made more use of dental floss(x2=44.81, p<0.001), 

interdental brushes(x2=17.85, p<0.01) and mouth rinse(x2=39.45, p<0.001) and electronic tooth-

brushes(x2=23.91, p<0.001), and thes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gard to the ex-

perience of oral disease symptoms by grade, the high school students had more toothache when 

eating food(x2=11.41, p<0.05), experienced a more throbbing toothache(x2=30.13, p<0.001) and had 

sore or bleeding gums(x2=9.75, p<0.05). Thes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s to the ex-

perience of oral disease symptoms by gender,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ooth-

ache experience while eating(x2=28.96, p<0.001), in throbbing toothache experience (x2=65.19, 

p<0.001), in the experience of having sore or bleeding gums(x2=19.38, p<0.001) and in the experi-

ence of having a throbbing pain on the tongue or inside the cheek(x2=10.29, p<0.001). The 

above-mentioned findings of the study seem to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oral health 

education geared toward school girls and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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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2005

년부터 청소년 건강에 대한 현황과 추이를 매년 파악하고 있

다[1]. 이에 따른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System, KYRBS)는 흡연과 

음주, 비만, 신체활동, 정신건강, 손상 및 안전의식, 구강건강 

등을 파악하였고, 2017년에는 식생활 형태와 스마트폰 이용 

문항을 추가하여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사망 질

병으로는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흡연과 음주, 식

생활, 운동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개인 건강

에 대한 올바른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2]. 그리고 신체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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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인 구강은 합리적인 생존을 위해 구강상병에 이환되지 

않는 건강한 구강 조직이 필요하다. 2017년 상반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발표에 의하면 치은염과 치아우식증이 외래 다

빈도 진료에서 10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구강건강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3].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구강건강형태를 조사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구강건강실태조

사,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은 

영구치 맹출이 완료되는 시기이므로 구강건강행태에 대한 올

바른 가치관과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구강위생관리능력으로, 치아우식

증과 치주병을 예방해야 한다.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유발

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치태이며, 치태를 관리하기 위한 기

본적인 방법으로 구강위생용품 사용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구강건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구강질환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사

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4][5][6], 칫솔질 횟수와 구강건강

행태가 관련성이 있으며[7], 신체적인 요소로, 주관적인 체형

에 대한 인식과 구강건강요인이 관련성이 있고[8], 청소년의 

구강질환 예방진료 경험 역시 구강건강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9]. 

2015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성별

에 따른 건강행태와 구강질환 증상에 관한 연구에서 여학생

이 구강질환증상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10], 학생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스트레스 요인이 구강질환의 경험과 관련성

이 있어 정신적인 건강과 구강건강을 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청소년건강행

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구강위생용품 사용

과 구강질환증상에 대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

여 청소년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질병관리본부의 2017년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

사의 원시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중 경상남도 8개 중소도시

와 10개 군 지역에 거주하는 중. 고등학생 4228명을 대상으

로 조사하였으며, 응답자 중 설문조사를 성실하게 응답한 

4,067명을 최종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학년과 성별, 경제상

태, 학업성취수준, 구강보건교육경험) 5문항, 과 구강위생용품

(치실, 치간칫솔, 구강양치용액, 전동칫솔) 4문항, 구강질환증

상 경험(지난 1년간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짐’, ‘차갑거나 뜨

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가 아픔’, ‘치

아가 쑤시고 욱신거리고 아픔’,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남’, 

‘혀 또는 입 안쪽 뺨이 욱신거리며 아픔’, ‘불쾌한 입 냄새가 

남’)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통계분석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는 정부 승인통계(승인번호 

117058호) 조사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IBM SPSS(ver 19.0)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복합표본 설계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복합

표본 계획 파일은 층화변수, 집락변수, 가중치, 유한모집단수

정계수를 이용하여 생성하였으며, 복합표본 통계분석을 시행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과 

학년에 따른 구강위생용품사용과 구강질환증상 경험의 관련성

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연구 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분포는 

‘여자’ 52.8%, ‘남자’ 47.2%이었으며, 학년 분포는 ‘고등학생’ 

54.4%, ‘중학생’ 45.6%이었다. 경제 상태는 ‘중’ 87.0%, ‘상’ 

10.2%, ‘하’ 2.9%로 나타났으며, 학성성취 수준은 ‘중’ 76.0%, 

‘하’ 12.9%, ‘상’ 11.1%로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 경험에서

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74.2%,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5.8%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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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Unit: N (%)

Characteristics Category N %

Gender
Female 1855 47.2

Male 2212 52.8

Grade
Middle school 2103 45.6

High school 1964 54.4

Economic level

High 401 10.2

Middle 3551 87.0

Low 115 2.9

Academic achievement

High 430 11.1

Middle 3097 76.0

Low 540 12.9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Yes 1106 25.8

No 2961 74.2

Total 4067 100.0

2. 성별에 따른 구강위생용품사용 여부

성별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항목에서는 치실 사용은 남학생

(11.2%)이 여학생(10.8%)에 비해 0.4%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간 칫솔은 남학

생(18.0%)이 여학생(14.7%)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전동칫솔

은 남학생 4.7%, 여학생 4.0%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구강양치용액은 여학생(25.1%)이 남학

생(20.9%)에 비해 4.2%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9.95, p<0.05)<Table 2>.

3. 성별에 따른 구강질환증상 경험

성별에 따른 구강질환증상 경험을 살펴보면, 치아가 깨지

거나 부러진 경험은 남학생(12.4%)이 여학생(11.7%)에 비해 

0.7% 높게 나타났으며, 불쾌한 입냄새가 난다는 항목은 남학

생(25.5%)이 여학생(24.6%)에 비해 0.9%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음식을 먹을 때 치아가 아픈 

경험은 여학생(42.0%)이 남학생(33.8%)에 비해 8.2%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χ2=28.96, 

p<0.001). 치아가 쑤시고 욱신거리고 아픈 경험은 여학생이 

29.5%로 남학생이 18.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χ2=65.19, p<0.001).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난 

경험은 여학생(23.4%)이 남학생(17.9%)보다 높게 나타나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9.38, p<0.001), 혀 또는 입안쪽 

뺨이 욱신거리며 아픔 경험은 여학생(12.8%)이 남학생(9.6%)

보다 많은 경험을 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

2=10.29, p<0.05)<Table 3>.

<Table 2> The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by sex

Oral hygiene 

products

Gender

χ² pFemale Male Total

N % N % N %

Dental floss
Yes 205 10.8 250 11.2 455 11.0

0.14 0.775
No 1650 89.2 1962 88.8 3612 89.0

Interdental 

brush

Yes 282 14.7 404 18.0 686 16.4
8.25 0.600

No 1573 85.3 1808 82.0 3381 83.6

Mouth rinse
Yes 468 25.1 466 20.9 934 22.9

9.95 0.034* 
No 1387 74.9 1746 79.1 3133 77.1

Electronic 

toothbrush

Yes 177 4.0 106 4.7 183 4.4
0.97 0.395

No 1778 96.0 2106 93.3 3884 95.6

Total 1855 47.2 2212 52.8 4067 100.0

* p<0.05 

*by chi-square test (complex sampling analysis)

<Table 3> The Experience of oral disease symptoms by sex

* p<0.05  *** p<0.001

*by chi-square test (complex sampling analysis)

Oral disease symptom

Gender

χ² P Female Male Total

N % N % N %

Teeth broken or 

fracture

Yes 220 11.7 274 12.4 494 12.1
0.39 0.571

No 1635 88.3 1938 87.6 3573 87.9

Pain during 

chewing

(recent 1 year)

Yes 759 42.0 737 33.8 1496 37.6
28.96 0.000***

No 1096 58.0 1475 66.2 2571 62.4

Tingling & 

throbbing

(recent 1 year)

Yes 547 29.5 405 18.7 952 23.8
65.19 0.000***

No 1308 70.5 1807 81.3 3115 76.2

Gingiva pain & 

bleeding

(recent 1 year)

Yes 430 23.4 380 17.9 810 20.5
19.38 0.000***

No 1425 76.6 1832 82.1 3257 79.5

Pain of tongue & 

intraoral side 

cheek

(recent 1 year)

Yes 230 12.8 203 9.6 433 11.1

10.29 0.043*

No 1625 87.2 2009 90.4 3634 88.9

Bad breath

(recent 1 year)

Yes 465 24.6 546 25.5 1011 25.1
0.39 0.657

No 1390 75.4 1666 74.5 3056 74.9

Total 1855 47.2 2212 52.8 406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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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년에 따른 구강위생용품사용 여부

학년에 따른 구강위생용품사용을 살펴보면, 치실 사용은 

중학생(14.6%)이 고등학생(8.0%)에 비해 6.6%로 높게 나타났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44.81, 

p<0.001). 치간칫솔 항목은 중학생 19.1%, 고등학생 14.2%이

었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7.85, p<0.01). 구강양치

용액은 중학생(27.4%)이 고등학생(19.1%)에 비해 8.3%더 높

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

2=39.45, p<0.001), 전동칫솔은 중학생(6.1%)이 고등학생

(2.9%)에 비해 3.2% 더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χ2=23.91, p<0.001)<Table 4>.

<Table 4> The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by grade

Oral hygiene 

products

Grade

χ² P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N % N % N %

Dental floss
Yes 303 14.6 152 8.0 455 11.0

44.81 0.000*** 
No 1800 85.4 1812 92.0 3612 89.0

Interdental 

brush

Yes 404 19.1 282 14.2 686 16.4
17.85 0.007**

No 1699 80.9 1682 85.8 3381 83.6

Mouth rinse
Yes 557 27.4 377 19.1 934 22.9

39.45 0.000*** 
No 1546 72.6 1587 80.9 3133 77.1

Electronic 

toothbrush

Yes 123 6.1 60 2.9 183 4.4
23.91 0.000*** 

No 1980 93.9 1904 97.1 3884 95.6

Total 2103 45.6 1964 54.4 4067 100.0

** p<0.01   *** p<0.001 

*by chi-square test (complex sampling analysis)

5. 학년에 따른 구강질환증상 경험

학년에 따른 구강질환증상 경험을 살펴보면, 치아가 깨지

거나 부러진 경험은 고등학생 12.3%, 중학생 11.8%로 나타났

으며, 혀 또는 입안쪽 뺨이 욱신거리며 아픔 경험은 중학생

10.7%, 고등학생 11.4%로 고등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불

쾌한 입냄새가 난다는 항목은 중학생 26.2%, 고등학생 24.2%

로 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음식

을 먹을 때 치아가 아픈 경험은 중학생 34.8%, 고등학생 

40.0%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χ

2=11.41, p<0.01). 치아가 쑤시고 욱신거리고 아픈 경험은 고

등학생27.2%, 중학생 19.8%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30.13, p<0.001).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난 

경험은 고등학생 23.4%, 중학생 18.3%)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9.75, p<0.05)<Table 5>.

<Table 5> The Experience of oral disease symptom by grade

Oral disease symptom

Grade

χ² P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N % N % N %

Teeth broken or 

fracture

Yes 251 11.8 243 12.3 494 12.1
0.25 0.574

No 1852 88.2 1721 87.7 3573 87.9

Pain during

chewing

(recent 1 year)

Yes 720 34.8 776 40.0 1496 37.6
11.41 0.015*

No 1383 65.2 1188 60.0 2571 62.4

Tingling &

throbbing

(recent 1 year)

Yes 421 19.8 531 27.2 952 23.8
30.13 0.001*** 

No 1682 80.2 1433 72.8 3115 76.2

Gingiva pain &

bleeding

(recent 1 year)

Yes 380 18.3 430 22.3 810 20.5
9.75 0.017*

No 1723 81.7 1534 77.7 3257 79.5

Pain of tongue

& intraoral side 

cheek

(recent 1 year)

Yes 210 10.7 223 11.4 433 11.1

0.48 0.588

No 1893 89.3 1741 88.6 3634 88.9

Bad breath

(recent 1 year)

Yes 539 26.2 472 24.2 1011 25.1
2.14 0.308

No 1564 73.8 1492 75.8 3056 74.9

Total 2103 45.6 1964 54.4 4067 100.0

* p<0.05  *** p<0.001

*by chi-square test (complex sampling analysis)

6. 학년과 성별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경험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

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치아(구강)건강 교육을 받은 경험은 

학년별로는 중학생(30.8%)이 고등학생(21.6%)에 비해 9.2%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

2=45.46, p<0.05). 성별에서는 남학생(27.8%)이 여학생(23.5%)

에 비해 4.3%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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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by grade and gender

Characteristics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χ² PYes No Total

N % N % N %

Grade
Middle school 666 30.8 1437 69.2 2103 51.7

45.46 0.014*
High school 440 21.6 1524 78.4 1964 48.3

Gender
Female 430 23.5 1425 76.5 865 47.2

9.66 0.279
Male 676 27.8 1536 72.2 2212 52.8

Total 1106 25.8 2921 74.2 4067 100.0

* p<0.05 

*by chi-square test (complex sampling analysis)

Ⅳ. 고찰

치주염이 시작되는 청소년기의 구강건강관리는 생애주기

별 구강건강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구강

보건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17년 질병관리본부

에서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이용하여 성별과 

학년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사용 및 구강질환증상 경험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청소년의 구강보건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중요 결과를 중심

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인 최근 12개월 동안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은 학년별로는 중학생 (30.8%)이, 고등학생(21.6%)보다 

더 교육을 많이 받았으며, 성별에서는 남학생(27.8%)이 여학

생(23.5%)보다4.3%로 교육을 많이 받았다. 이보은[12]의 연구

에서는 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결과, 구강보건교

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중학생이 16.7%, 고등학생 8.68%이었

으며,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14.0%, 여학생이 11.4%로 조사되

었으며,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은 중학생과 남학생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학년에 따른 구

강위생용품사용은 중학생이 치실사용과 치간칫솔, 구강양치

용액, 전동칫솔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성별에 따른 구강질환증상 경

험은 음식을 먹을 때 치아가 아픈 경험과 치아가 쑤시고 욱

신거리고 아픈 경험,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난 경험, 혀 또는 

입안쪽 뺨이 욱신거리며 아픔 경험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경험을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김미소[13]의 연구에서도 연도별 분석결과 청소년의 구

강질환증상 경험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경험을 한 것

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미라[14]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잇몸에서 아프거나 피나는 증상이 많은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학년에 따른 구강질환

증상 경험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음식을 먹을 때 치아가 아

픈 경험(p<0.05)과 치아가 쑤시고 욱신거리고 아픈 경험

(p<0.001),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난 경험(p<0.05)에서 중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등[10]의 연구에서도 중학생보다 고

등학생이 구강질환증상을 경험한 학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성별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항목에서는 남학생이 치실, 치

간치솔, 전동치솔을 항목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구강양치용액은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5). 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구강위생용품을 많

이 사용하여 구강질환증상 경험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강양치용액을 여학생이 많이 사용한 결과 불쾌

한 입냄새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

소년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구강보건교육내용으로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한 교육내용이 요구되며, 구강

위생용품에 대한 교육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단면조사로 분석된 변인들이 청소년의 주관적인 

인식과 구강질환증상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에 전국을 

대표할 수 없으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과 학년별에 따른 연구가 미흡한 실

정이라 직접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강질환증상 경험이 여학생과 고등학생에서 위험이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어 의미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구강질환증상을 파악하여 성

별과 학년에 대한 차이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 

1. 성별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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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치실과 치간칫솔, 전동칫솔을 많이 사용하였고 여학

생은 구강양치용액을 많이 사용하였다.

2. 학년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치실과 치간칫솔, 구강양치용액, 전동칫솔을 더 많

이 사용하였다.

3. 성별에 따른 구강질환 증상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음식을 먹을 때 치아가 아픈 경험과 치아가 쑤시고 욱

신거리고 아픈 경험,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난 경험, 혀 

또는 입 안쪽 뺨이 욱신거리며 아픔 경험이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4. 학년에 따른 구강질환 증상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음식을 먹을 때 치아가 아픈 경험과 치아가 쑤시고 욱

신거리고 아픈 경험,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난 경험이 

중학생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5.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은 학년에서 중학생, 성별에서

는 여학생이 많았다.

이상의 연구결과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대한 교육은 여학생

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의 강화가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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