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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치위생학과 대학생의 메타인지와 사회적 책임감의 관련성: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강현경1
⋅김유린2‡

1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2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Mediating Effect of problem solving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cogni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dental hygiene students

Hyun-Kyung Kang1, Yu-Rin Kim2‡

1Dept. of Dental Hygiene, Silla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2Dept. of Dental Hygiene, Sill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Objectives: Dental hygienists are professional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oral health of the people and should have the right job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cogn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and to use it as basic data to increase social responsibility.

Methods: From October 01, 2019 to October 30, 2019, students of 154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ere reviewed and conduct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1041449-201908-HR-002) Statistical analysis utilised the IBM SPSS ver. 25.0 (IBM Co., Armonk, NY, 

USA), ANOVA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average comparison of metacogn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by 

grade.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as used to correlate the three concept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problem solving ability on the influence of metacognition on social responsibility.

Results: As a result of comparing metacognition by grade, it improved as grade increased (p <0.001). Metacognition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roblem solving ability (r = 0.684, p <0.001) and social responsibility (r = 0.572, p <0.001).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r = 0.654, p <0.001) were also significantly correlated.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using metacogn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as a predictor variable and social responsibility as a dependent variable, metacogni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β = 0.235, p <0.05),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β = 0.493, p <0.001) were all significant.

Conclusions: It is expected that the student will be able to enhance his social responsibility as a dental hygienist by strengthening the education 

on metacogn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when students are at the point of vocational identity and work ethic.

Keywords Dental hygienists, Metacognition, Problem solving, Soci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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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치과위생사는 구강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치과의사와 

협력적인 관계로써 구강보건교육자, 구강위생관리자, 진료 협조

자, 치위생 연구자등의 여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국민의 구강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증진

하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가로써 구강 건강증진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구강 질환의 치료에서 예방으로 

그 중요성이 변화하면서 치과위생사는 환자의 구강위생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환자맞춤형 구강위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능력을 요구 받고 있다[2].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치과위생사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진료 협조자 업무에서 

벗어나 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인 환자의 구강위생문제를 해결해

야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제해결 능력은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하는 목표 간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지적이고 창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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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

가 필요하다[3]. 메타인지는 자신의 기억과 상상력, 주의력, 추측, 

지식 등의 인지 과정을 알고, 조절하며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전의 경험과 기술 및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전략과 목표를 

연계시킬 수 있다[4]. 이러한 메타인지는 문제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학습 몰입과 비판적 사고, 자기주도 학습 등과 관련이 

있어[5]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비판적인 사고와 

포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치과위

생사는 메타인지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올바른 직업관과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증가하면

서 노인의 구강 건강관리와 전신 질환자의 구강 건강관리에 

대하여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이란 원래 기업이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책임 의식을 가지고 투명경영, 봉사 등에 

앞장서는 것을 의미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C (Corporate)’

을 삭제하고,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주체가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6].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사회를 유지하고 안녕감을 향상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버리고 노력하는 자기희생적 사고가 아니라 자신

의 가치와 욕구충족을 해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태도이다[7]. 개인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은 

자립 성향을 강화하고, 자아인지 능력을 확대하며, 자기 결정성

을 보장하는 능력을 의미한다[8]. 보건학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은 개인이나 사회의 불안정한 생활 조건이나 빈곤으로 치료

와 접근성이 부족하여 건강 장벽에 처한 사람들을 돌봄 하는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9].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이타적인 행동

과 관련[10]이 깊으며 이는 국민의 구강 건강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치과위생사로써 필수적인 부분이라 생각된다. 사회적 책임

의 구성 중 책임성 태도와 의무는 개인이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책임성 능력은 타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책임성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책임성 

효력은 한 개인이 책임성 있는 행동을 수행함으로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책임성 수행은 

책임성 행동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8].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 지면서, 

직업 정체성과 자기 결정성이 확립되기 시작하는 대학생 때부터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책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기업에 치중되어 있고, 

보건계열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가 있다. 치과위

생사와 관련된 연구로는 메타인지와 문제해결 능력의 관련성[2]

이 있지만, 사회적 책임과 연관시킨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메타인지와 사회적 책임감의 관련성

에 문제해결 능력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여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10월 01일부터 10월 30일까지 00학교 치위

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수행되었다(1041449-201908-HR-002). 표본 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위한 대상자 표본 

수 산출 방법인 G-power3.1.3 (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5%(양측), 80% power, 

중간 정도 효과의 표본은 150명이었다. 총 160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응답이 미비한 6부를 제외한 1학년 

37명, 2학년 40명, 3학년 36명, 4학년 41명에 해당하는 15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1)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문제해결 과정을 점검하고, 자신의 사고 과정을 

알고 조절하며, 적절한 전략의 사용으로 습득된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하는 메타인지적 지식과 통제 과정을 말한다. 

Printrich 와 De Groot[11]의 MSLQ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의 44문항 중 우[12]가 17문항으로 재구

성하고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드물게 한다’는 1점에서 ‘매우 자주 한다’는 5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메타인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문제해결 능력

문제해결 능력은 현재 상태에 도달해야 하는 목표 간 차이를 

인식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지적이며 창의적인 능력이다[3]. 

측정 도구로 한국교육개발원[13]에서 개발된 생애 능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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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ub factor Cronbach’s alpha

Metacognition 0.843

Problem solving ability

PSA1 Problem recognition 0.795

PSA2 Information collection 0.696

PSA3 Analysis ability 0.771

PSA4 Diffuse thinking 0.630

PSA5 Decision 0.790

PSA6 Planning power 0.820

PSA7 The risk of action and adventure 0.745

PSA8 Evaluation 0.610

PSA9 Feedback 0.757

Total 0.921

Social responsibility

SR1 Attitude 0.781

SR2 Duty 0.553

SR3 Ability 0.722

SR4 Effectual force 0.798

SR5 Perform 0.841

Total 0.918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of the questionnaire tool

도구 중 대학생/성인용 문제해결 능력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제 인식, 정보수집, 분석능력, 확산적 사고, 의사결정, 기획력, 

실행과 모험 감수, 평가, 피드백의 각 5문항으로 9개의 하위 

요인의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드물게 한다’ 는 1점에서 ‘매우 자주 한다’는 5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45점부터 2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보수집에서 2, 3, 

4, 5문항은 질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 코딩하여 점수화하였다.

3)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김[8]이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책임성 척도는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인 및 사회적 책임성 수준을 측정하

기 위해 책임성 태도, 책임성 의무 각 5문항과 책임성 능력 3문항, 

책임성 효력과 책임성 수행 각 7문항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

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아주 

그렇다’에 5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책임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 분석(통계분석)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ver. 25.0 (IBM Co.,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으며, 메타인지와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 책임감

의 학년별 평균 비교는 ANOVA 분석을 시행하였고, 세 개념 

간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메타인

지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 능력의 매개 효과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4]의 3단계 절차를 따라 위계

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설문지 도구의 신뢰도 분석

설문지 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메타인지는 0.843이었

고, 문제해결 능력은 9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획력’의 요인이 0.820으로 가장 높았고, ‘평가’의 요인이 

0.610으로 가장 낮았다. 사회적 책임은 5개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고, ‘수행’의 요인이 0.841로 가장 높았고, ‘의무’의 

요인이 0.553으로 가장 낮았다<Table 1>.

2. 학년별 메타인지와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 책임 비교

학년별 메타인지와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 책임을 비교한 결

과, 메타인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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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tacogn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Social responsibility

Metacognition 1

Problem solving ability 0.684** 1

Social responsibility 0.572** 0.654** 1

by correlation analysis, 
**

p<0.01, 
*
p<0.05

<Table 3> Correlation of metacogn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social responsibility

Variable Sub factor
Grade

p
1 (N=37) 2 (N=40) 3 (N=36) 4 (N=41)

Metacognition  3.49±0.45ab 3.37±0.44a  3.58±0.50ab 3.72±0.54b 0.011

Problem solving ability

PSA1 3.76±0.56 3.66±0.62 3.85±0.61 3.95±0.70 0.196

PSA2 2.93±0.73 2.88±0.52 2.89±0.64 2.83±0.68 0.924

PSA3 3.95±0.52 3.69±0.51 3.92±0.56 3.99±0.64 0.089

PSA4 3.25±0.69 3.21±0.57 3.27±0.54 3.38±0.61 0.611

PSA5 4.02±0.64 3.82±0.44 3.92±0.56 3.95±0.73 0.553

PSA6 3.68±0.81 3.68±0.60 3.87±0.69 3.84±0.73 0.496

PSA7 3.35±0.62 3.30±0.62 3.36±0.68 3.51±0.76 0.517

PSA8 3.78±0.49 3.74±0.56 3.80±0.49 3.87±0.57 0.747

PSA9 3.94±0.51 3.69±0.62 3.82±0.63 3.93±0.65 0.227

Total 3.67±0.39 3.57±0.41 3.68±0.38 3.77±0.47 0.190

Social responsibility

SR1 3.71±0.75 3.56±0.60 3.60±0.59 3.62±0.68 0.799

SR2 3.70±0.63 3.68±0.55 3.71±0.55 3.79±0.62 0.843

SR3 3.42±0.86 3.13±0.58 3.39±0.68 3.69±1.74 0.145

SR4 3.56±0.71 3.40±0.63 3.45±0.56 3.38±0.63 0.625

SR5 3.77±0.72 3.51±0.61 3.66±0.54 3.75±0.67 0.268

Total 3.65±0.62 3.48±0.51 3.58±0.47 3.63±0.65 0.543

by one-way ANOVA and scheffe’s tests, 
**

p<0.01, 
*
p<0.05

<Table 2> Comparison of variables by grade (N±SE)

2학년과 4학년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문제해결 능력의 하위 

요인 9개 중 ‘문제 인식, 분석능력, 확산적 사고, 실행과 모험 

감수, 평가’의 5개 요인은 4학년이 가장 높았고, ‘정보수집과 

의사결정, 피드백’의 3개 요인은 1학년이 가장 높았다. ‘기획력’

은 3학년이 가장 높았고,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회적 책임감의 하위 요인 5개 중 ‘책임성 의무와 능력’의 2개 

요인은 4학년이 가장 높았지만, 그 외 하위 요인은 1학년이 

가장 높았고,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3. 메타인지와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 책임의 관련성

메타인지는 문제해결 능력(r=0.684, p<0.001)과 사회적 책임

((r=0.572, p<0.001)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문제해결 

능력과 사회적 책임(r=0.654, p<0.001)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4. 메타인지가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에서 문제

해결 능력의 매개 효과

메타인지와 문제해결 능력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에서 

메타인지와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에서 문제해결 능력의 매개 

효과를 검증은 Baron과 Kenny[14]가 제시한 3단계 회귀분석에 

따라 검증하였다<Table 4>. 1단계의 메타인지가 문제해결 능력

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0.684, p<0.001). 

2단계의 메타인지가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영향

을 확인하였다(β=0.572, p<0.001). 3단계에서 메타인지와 매개

변수인 문제해결 능력을 예측 변수로, 사회적 책임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메타인지와 사회적 책임(β=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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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Variable β t p R2 F p VIF

1 Metacognition → problem solving ability 0.684 11.566 p<0.001 0.465 133.761 p<0.001 1.000

2 Metacognition → social responsibility 0.572 8.608 p<0.001 0.323 74.099 p<0.001 1.000

3 Metacogn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 social responsibility 0.450 63.548 p<0.001

Metacognition → social responsibility 0.235 2.860 0.005 1.880

Problem solving ability → social responsibility 0.493 5.996 p<0.001 1.880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

p<0.01, 
*
p<0.05

<Table 4> Mediating effect of problem solving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cognition social responsibility

<Figure 1> Mediating effect of problem solving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cognition social responsibility

p<0.05), 문제해결 능력과 사회적 책임(β=0.493, p<0.001)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수인 메타인지의 β 값을 

확인한 결과 3단계의 β 값이 0.235로 2단계의 β 값 0.572보다 

작아 메타인지와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에서 문제해결 능력이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Durbin-Watson 지수는 1.974로 

잔차의 자기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532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계수(VIF)도 모두 10 미만으

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p<0.001)<Figure 1>.

Ⅳ. 고찰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15]. 그 시기가 프랑스는 40년, 독일 38년, 미국 16년, 일본 

12년이 걸리는 데 비해 한국은 7년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16]. 따라서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대부분이 구강 

질환이 있으며, 이들 질환과 관련된 연구는 이미 많이 보고되었다

[17].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인의 구강 위생관리에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장[18]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50% 이상이 의료 급여 및 차상위 

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13.5%만이 치과에서 정기적 검진을 

받고 있으며, 63.5%는 구강 질환의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강 관리의 받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노인과 사회적으

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이러한 취약계층의 돌봄에 대한 형태는 치과위생사

의 직업윤리와 봉사 정신, 이타심으로 이루어지며, 치과위생사로

서 직업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10]. 

하지만 치과위생사는 자신의 직업관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타 직종과 비교해 이직률이 높은 편으로[19] 2017년 대한치과위

생사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치과위생사 면허 보유자 

75,883명에 비해[20]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치과위생사

는 33,392명으로 면허자의 54%가 유휴 인력으로 임상 현장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21]. 이는 여러 원인 중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사회적 책임의 식이 부족하여 발생하며 

치과위생사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보다 환자의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구강위생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보다 전문적인 업무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박과 임[22]은 반복적

인 일보다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 일의 재미와 직무 만족이 향상된

다고 하였다. 더욱이 임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무료 틀니 사업이

나 어린이 구강 검진을 진행하였을 때 자부심과 만족감이 크다고 

하였고, 타인에게 치과위생사로써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직업적 

자부심을 크게 느낀다고 하였다. 실제로 김과 성[23]은 진료 

협조업무와 비교해 환자의 구강위생 문제를 해결하는 예방 처치

업무를 했을 때 이직률이 낮고, 직무 만족과 직무성과가 높은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직업 정체성을 가지

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치위생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메타인지는 학년이 올라갈

수록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2학년과 4학년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메타인지 수준

이 높아진다는 여러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24]. 문제해결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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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위 요인 9개 중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과 분석하는 능력, 

확산적 사고하는 능력과 실행과 모험을 감수하는 능력, 평가의 

요인들은 4학년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과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 피드백의 3개 요인은 1학년이 가장 높았

다. 또한, 기획력을 하는 능력은 3학년이 가장 높았고, 전체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향상되었지만 유의한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등[2]의 연구와 일치하여 학년

이 올라간다고 해서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 

차이가 있어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학년별 수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그것으로 보인다.

학년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비교한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적 책임이 클 것이라는 기대에 반해 1학년이 5점 만점 중 

3.65점으로 가장 높았다. 한[5]의 연구에서는 전체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책임이 3.69점으로 치위생(학)과 재학생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인문, 공학, 자연, 예체능 계열의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강등[25]의 연구에서는 평균 3.48점으로 치위생(학)과 

재학생 중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인 2학년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지금까지 치위생(학)과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확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다양한 

학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메타인지와 문제해결 능력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확인한 

전등[2]의 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메타인지와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 책임이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메타인지와 문제해결 능력, 문제해결 능력과 사회적 책임, 메타

인지와 사회적 책임 순으로 관련성이 높았다. 특히 메타인지는 

사회적 책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 능력이 

부분적으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타인지는 

사회적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문제해결 능력

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치위생(학)

과 재학생의 메타인지가 높고 문제해결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책임도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재학생 개인이 학업 과정에

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인식하여,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타인이나 사회를 위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

최근 급변하는 초고령화 시대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하여 치과

위생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그 바탕에 올바른 직업 

정체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치위생(학)과 대학에서부터 예비 치위생사인 대학생들에게 올바

른 직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의 한 방안으로 메타인

지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위생 교수학습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한 개의 치위생(학)과 

대학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러 치위생(학)과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여러 요인을 추가 연구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메타인지와 사회적 책임감의 관련성에 문제해결 

능력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여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1. 학년별 메타인지를 비교한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향상되

었고, 2학년과 4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2. 메타인지는 문제해결 능력(r=0.684, p<0.001)과 사회적 책

임((r=0.572, p<0.001)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문제

해결 능력과 사회적 책임(r=0.654, p<0.001)도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

3. 메타인지와 매개변수인 문제해결 능력을 예측 변수로, 사회

적 책임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메타

인지와 사회적 책임(β=0.235, p<0.05), 문제해결 능력과 

사회적 책임(β=0.493, p<0.001)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메타인지와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에서 문제해결 능력

이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를 통해 메타

인지와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 책임은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문제해결 능력은 메타인지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직업 정체성과 직업윤리 

의식이 갖추어지는 시기인 학생 때 메타인지와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치과위생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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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과정의 치과임상 적용 증례보고: 일부 치과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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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Report: Dental Hygiene Process of Care based on Dental Clinical Application

Yong-Keum Choi1, Kwang-Sub Lee2, Hye-Jin Yang3, Soo-Myoung Bae4, Mi-Sun Ki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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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Dentistry & Research Institute of Oral Scienc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5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yungdo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Objectives: Periodontal management in the dental hygiene process is not fully completed by one-time scaling, but can be effectively managed 

by personalized management and continuous management program that induce individual behavior change based on periodontal disease risk 

analysis and repetitive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use of a dental clinic for applying and evaluating the dental 

hygiene process based on continuous management program.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patients with periodontal disease who visited the dental clinic in S city from April to August 2016. 

We selected two final patients who agreed to the purpose and method of the study. In this study, one dentist and two dental hygienists with 

over 5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were selected to perform the dental hygiene process. Kappa values between the dentist and two dental 

hygienists were 0.8 and 0.9. We performed the dental hygiene process based on assessment, judgement,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the dental hygiene process. The trained investigators took intra-oral photo, panoramic and periapical radiographs for objective assessment 

of the subject's periodontal condition. They measured pocket depth, bleeding upon probing (BOP), pain and edema. They also measured pocket 

depth, bleeding upon probing (BOP), pain and edema. A 5-point scale and open questionnaire were used to confirm subjective oral health 

perceptions, attitudes, and satisfaction of the subjects after the program. The final evaluation items in this study were subjective periodontal 

health status, subjective oral health perception, attitude, and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Results: After the study, the periodontal pocket depth was decreased in both subjects. Moderate periodontal pockets greater than 4 mm showed 

reduction of 30% and 83%. Severe periodontal pockets larger than 6 mm had a reduction of 36% and 43%. The subjects' subjective perception 

and attitude satisfaction were as follow: One subject who complained of poor oral health status before the study had a positive perception 

after the study, and he said confidence in oral health management. The subjective oral health of the other subject was not significantly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study, but the subject had high satisfaction with this program.

Conclusions: Both patients responded as "satisfied" with the progress of the dental hygiene program. Both subjects responded that a dental 

hygiene process like this program should be applied in the dental clinic. However, both subjects complained of the inconvenience of having 

to visit several times and the long duration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Future well-designed studies will support the development of clinical research and evidence-based dental hygiene process. These efforts will 

complete the dental hygiene process of ca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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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치과위생사 주도의 치위생과정은 미국치과위생사협회(ADHA, 

1985)와 캐나다 치과위생사협회(CDHA, 2000)에서 제시하였던 

치위생과정(Dental hygiene process of care) 모형이다. 오늘날까

지 그 모형은 확장되어 치과진료실에서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으

며, 세계적으로 치과위생사 임상실무의 표준이 되고 있다[1][2]. 

양대 구강질환 중 하나인 치주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인 1회성 스케일링을 통해 종결될 수 없다. 따라서 치주질환 

발생의 주요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한 후 이를 중재하기 

위한 반복적인 교육에 근거하여 개별 행동변화를 도모하는 맞춤 

관리와 지속적인 계속관리 프로그램으로 치주관리가 진행되었

을 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3].

그러나 한국에서는 치과위생사가 계속관리 프로그램을 수행

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전문인력이라는 인식보다 치과의

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기능 인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만연하고, 

치과위생사가 임상에서 주로 환자의 1회 방문 시간에 맞추어 

치위생 과정을 수행해야만 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에서 

치과위생사는 환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고 잠재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별화된 예방처치와 치료를 제공하는 과학적인 과정

을 수행하고 있어[1][3], 우리나라도 그 변화에 맞추어 전문 인력

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구강건강 위험 

인자인 개별 환자의 전신건강 상태, 치주상태, 구강건강관리습

관, 구강건강 행동의 변화 등을 판단하여 질병의 예방과 중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을 통해 대상자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하며[4], 실제 진료

의 행위에 개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4][5].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위생과정을 적용한 결과는 치위생과정 

모형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다[6]. 임상 치과위생사와 환자와의 

상호 과정에서 도출되는 결과[7], 환자의 행동변화 그리고 환자 

만족도 등의 결과를 평가하고 수정하여 지속가능한 계속구강건

강관리 프로그램을 보완하거나 개발이 가능하다. 다양한 치위생

과정 임상증례 연구를 기반으로 설계된 발전된 치위생관리 프로

그램은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8].

지금까지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외부 대상자 실습 과정에서 치위생관리 과정을 적용한 사례는 

몇몇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 치과에서 치과위생사가 치과에 내원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위생과정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환자를 

본 사례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다[9][10].

따라서 본 연구는 계속관리프로그램 기반 치위생과정을 실제 

치과임상현장에 적용 및 평가하여 치과에서의 치위생과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 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S시에 위치한 치과의원에 

내원한 치주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치과에 내원한 환자 중 

거동이 가능한 자, 일상적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자기기입 설문조

사 참여가 가능하며, 치주낭 측정 시 3.5mm-6mm 미만이고, 

치주탐침 시 출혈과 잇몸부종이 동반된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 연구 방법 및 수행 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 

2인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논문은 임상에서 치위생과

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과에서 치과위생

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대상자인 교정용 브라켓 장착자 및 

임플란트 식립자는 제외 기준으로 선정 하지 않았다.

2. 연구방법

치위생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참여 대상자의 치주상태를 객관

적으로 평가를 위해 구내사진촬영, 파노라마와 치근단 방사선사

진 촬영을 하였고, 치주낭 깊이(pocket depth), 탐침 시 출혈(BOP: 

Bleeding upon probing), 통증 및 부종 유무를 측정하였다. 프로

그램의 참여 후 대상자의 주관적인 인식, 태도와 만족도를 확인하

기 위해 5점 척도의 설문과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고, 설문의 

세부 내용으로는 주관적 구강건강 개선 상태, 구강건강 지식 

상승, 구강건강 관심 변화, 구강건강 행동 개선 의지, 및 프로그램 

활성화 여부와 세부적인 만족도(진행과정, 방문시간, 내원시 진

료시간, 구강보건교육)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수행자는 치과의사, 5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는 치과위생사 2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수행 전 연구 책임자

는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에게 치위생과정 프로그램을 소개하

였고, 모의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수행자들의 일치도를 검사하였

다. 모의환자 치아의 협면과 설면(구개면)을 각각 3등분으로 

나누어 전악 치면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치과의사의 치주낭 

측정 검사를 기준(Gold standard)으로 조사자내 일치도(Kappa)

가 0.7임을 확인한 후,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2명의 조사자간 

일치도를 확인 분석하였다. 각각의 일치도 값(Kappa)은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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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imulation program and training between researchers

0.9이었다. <Figure 1>.

임상 지표뿐만 아니라 반복 방문한 대상자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각 치과위생사의 수행의 차이가 없는지 모니터링 하기위해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치위생과정 전 과정을 녹음하였고, 

이를 전사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실제 연구대상자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구강검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연구원이 진료실을 방문

하여 정도관리를 수행하였고, 진료실에서의 치주관리 수행 시 

반복지도 또는 현장검사를 통해 진료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하였고, 모든 과정은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수행 전 S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시험위원회에서 연

구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SM-051-1).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증례 연구로 치위생과정을 적용하여 참여 대상자의 

구강건강 상태, 주관적 인식 및 태도와 프로그램의 만족도 결과를 

조사한 연구로 최종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구강건강 상태 : 치주낭 깊이(pocket depth), 탐침 시 출혈

(BOP: Bleeding upon probing), 통증 및 부종 유무

2) 주관적인 구강건강 인식, 태도 : 주관적 구강건강 개선 

상태, 구강건강 지식 상승, 구강건강 관심 변화, 구강건강 

행동 개선 의지

3) 치위생관리 과정 프로그램의 만족도 : 프로그램 활성화 

여부와 세부적인 만족도(진행과정, 방문시간, 내원시 진료

시간, 구강보건교육)

Ⅲ. 연구결과

1. 증례 1

연령 : 55세, 성별 : 여성, 혈압 : 114/80mmHg, 맥박 : 82회/분

주소 : 잇몸치료 하려구요, 음식 씹을 때 힘이 없어요.

1) 치위생사정 : 구강건강위험요인 평가

구강건강위험요인 평가 결과, 최근 1년간 치과방문 경험이 

없었고, 하루 3회 회전법의 칫솔질습관을 보고하였고, 치실은 

가끔 사용한다고 하였다. 비흡연자로 음주는 월 1번 미만으로 

섭취한다고 하였다. 최근 1년 동안 구강 내 증상 및 불편감으로는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나고, 입안이 건조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본인의 구강건강은 나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 당일 잇몸출

혈 및 통증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전악(협⋅설면 각 3부위 씩 

치주낭 측정)의 36%에 4mm 이상의 치주낭이 존재하였고, 이 

중 56%가 6mm 이상의 치주낭 이었다. 방사선사진촬영 결과 

치석 및 전반적 골소실이 뚜렷하였다. 하루 3회 회전법 칫솔질 

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잘못된 잇솔질 습관으로 인해 치면세균막 

관리 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확인하였다<Figure 2>.

2) 치위생판단 및 계획

5mm 이상의 치주낭이 존재하고, 전반적 골소실이 존재함에 

따라 중등도의 만성 치주염 상태로, 비정기적 치과방문, 부적절

한 자가치면세균막 관리 등의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1-3개월 

단위 치과방문을 통해 비외과적 치주처치 후 일부 부위에 대한 

외과적 치주처치 의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11][12].

이에 매 회차별 자가구강건강관리, 정기적인 구강검진의 중요

성 및 건강한 식습관 지침을 교육하고, 치은 연상 및 연하 스케일

링, Rubber cup을 이용한 치면연마, 클로르헥시딘 항균제 적용 

후 4회차 방문 시 불소바니쉬 도포를 계획하였다[13][14].

3) 치위생수행 : 자가 및 전문가구강건강 코칭

1차 내원(16.4.7) - 올바른 칫솔 선택방법을 교육하고, 부위별 

적절한 치실, 치간칫솔 사용을 적용하여 하루 2회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4회차의 계획을 논의하고 주기적인 치주관리의 중

요성을 교육하였다.

2차 내원(16.4.25) - 치면세균막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부위별 

칫솔질 방법을 재교육하였다. 전악 스케일링을 실시하였고, 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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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Oral health status of patient 1

르헥시딘을 적용하였다.

3차 내원(16.5.9) - 부종과 출혈이 있는 부위(#14-17)에 대하여 

바스법 칫솔질을 적용하였고, 치간치솔 사용법을 재교육하였다. 

전악 치은연하 스케일링을 실시하였고, Rubber cup을 이용한 

치면연마를 실시 한 후 클로르헥시딘을 적용하였다. 외과적 치주

치료 필요 부위를 설명하고 치료의뢰 하였다.

4차 내원(16.7.25) - 부종과 출혈이 있는 부위(#14-17, 26-27)

에 대하여 바스법 칫솔질을 적용하였고, 치간치솔 사용법을 재교

육하였다. 당 섭취 빈도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식습관 교육을 

하였고, 구강건조감 완화를 위한 물 섭취를 권고하였다. Rubber 

cup을 이용한 전문가치면세균막관리를 실시한 후 불소바니쉬 

도포를 하였다.

4) 치위생평가

4회차 시 하루 2회 치간칫솔을 이용하여 치간관리를 실천하였

고, 교육받은 칫솔질 방법으로 칫솔질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구강 건조증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잇몸 출혈 및 통증은 없었다. 

최종 방문 이후 전악 치아에서 4mm 이상 치주낭이 관찰된 부위 

중 30%에서 치주낭 깊이가 0.5mm-1mm 감소하였고, 프로그램 

전 6mm 이상 치주낭 부위는 56%에서 18%로 감소하였다. 스케

일링을 통해 변한 치주상태와 통증감소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

고, 치주건강 및 관리를 위한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하였다.

본인의 구강건강 상태의 인식은 연구 수행 전 나쁨에서 연구 

후 보통으로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서는 치간 칫솔의 사용의 교육을 가장 흥미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스켈링 관리 후 치석이 제거된 구강상태가 매우 만족스럽다고 

하였다<Figure 3>. 치위생과정이 만족스러웠던 이유로 반복 내

원 시 전담하여 교육하고 관리하는 담당 치과위생사가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다고 하였고, 배운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

다고 다짐하였다.

2. 증례 2

연령 : 60세, 성별 : 여성, 혈압 : 135/81mmHg, 맥박 : 83회/분

주소 : 정기검진

1) 치위생사정 : 구강건강위험요인 평가

구강건강위험요인 평가 결과, 대상자는 현재 교정치료 중이었

고, 상악 우측 제 1대구치에 1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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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duction rate of periodontal pocket depth and evaluation of program after study

<Figure 4> Oral health status of patient 2

최초 내원 시 고혈압 진단을 받아 약 복용 중으로 조절되는 

혈압은 135/81mmHg이었다. 비흡연자였고, 한달에 1번 미만의 

음주 섭취를 하였다. 주요한 증상으로 구강 건조증을 호소하였다. 

본인의 구강건강인식은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치주상태는 

전악(협⋅설면 각 3부위 씩 치주낭 측정)의 7%에 4mm-5mm 

치주낭이 존재하였고, 전체 치아 중 64%에서 BOP가 확인되었다

<Figure 4>. 치석의 양은 많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치은출혈, 

발적이 존재하였다. 구강건강 행동으로 하루 3회 칫솔질 하고 

있으나, 잘못된 잇솔질 습관으로 인해 치면세균막 관리 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확인하였다.

2) 치위생판단 및 계획

일부 치아에 4mm-5mm 치주낭이 존재하고, 전반적 치은출혈, 

발적이 존재함에 따라 치은염 상태로, 부적절한 자가치면세균막 

관리, 고혈압 및 장기간 약 복용으로 인한 구강건조감 등의 위험

요인에 대한 치위생중재가 요구되며, 3개월 단위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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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duction rate of periodontal pocket depth and evaluation of program after study

2회에 걸쳐 회차별 자가구강건강관리, 전신건강과 구강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치은 연상 및 연하 스케일링, Rubber 

cup을 이용한 치면연마, 클로르헥시딘 항균제 적용, 불소바니쉬

를 도포하고, 계속 관리 과정으로 2개월 후 3회차 방문 시 치주상

태 평가를 계획하였다.

3) 치위생수행 : 자가 및 전문가구강건강 코칭

1차 내원(16.4.7) - 출혈과 치주낭이 있는 부위(#16, 26-27)를 

바스법을 적용하여 교육하였고, 부위별 적절한 치간칫솔을 적용

하여 하루 3회 이상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고혈압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식이 및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교육하였다. 특히 

고혈압으로 인한 장기간의 약 복용은 구강건조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수분섭취를 권고하였다. 전악 스케일링, Rubber cup을 

이용한 치면연마를 실시한 후 클로르헥시딘을 적용하였고(7), 

부분적인 지각과민증 호소부위에서는 선택적으로 Gluma를 적

용하였다.

2차 내원(16.4.16) - 여전히 염증이 존재하는 임플란트 치아

(#16)를 중심으로 칫솔질 방법을 교정하였고, 치주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취를 인지하면 치과를 내원하여 검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1차 내원 시 출혈과 부종으로 제거하지 못한 부위의 

스케일링을 실시하였고, Rubber cup을 이용한 치면연마를 실시 

한 후 클로르헥시딘을 적용하고 교정 장치주위의 치아우식 예방

과 선택적인 지각과민증 완화를 위해 전악 불소바니쉬 도포를 

하였다.

3차 내원(16.6.9) - 2차 내원 이후 교정치료가 완료되어 장치가 

제거된 상태로, 하악에 대한 회전법 칫솔질방법을 교육하였고, 

해당 부위에 대한 치간칫솔 사용법을 교육하였다. 1회차 시 교육

하였던 고혈압 관련 주의사항과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재교육하

였다. 하악 전치부에 한하여 스케일링을 실시한 후 Rubber cup을 

이용한 치면연마를 실시하였고, 임플란트 치아를 중심으로 클로

르헥시딘 항균제를 적용하였다.

4) 치위생평가

3회차 시 하루 3회 회전법, 부분 바스법 칫솔질을 실천하였고, 

하루 3회 치간칫솔 및 워터픽을 사용하였다. 구강건조의 해소를 

위해 수분 섭취량을 늘리고 있었고, 연구 수행 후 방문했을 때 

구강건조감은 없었다.

4mm-5mm 치주낭 중 83%는 치주낭 깊이가 0.5mm-1mm 

감소하였고, BOP가 동반된 치아는 64%에서 21%로 감소하였다. 

모든 부위에서 치은부종과 발적 등의 염증소견이 감소하였다. 

대상자는 스케일링을 통한 치주상태의 변화에 매우 높은 만족감

을 보였다. 구강보건교육 만족감에서 치간칫솔의 교육이 가장 

유용하였으며, 다음으로 치주질환과 전신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교육이 유익하였다고 하였다<Figure 5>. 단, 방사선사진 촬영 

및 치위생과정의 소요시간이 긴 점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3. 치위생과정에 대한 치과의료전문가의 견해

연구종료 후에는 프로그램 운영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질적 

평가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치위생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요약⋅정리하였다.

1) 치위생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치과의사의 견해

치과의사는 임상에서도 치위생과정 프로그램 적용과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하였다. 최근 치주관리를 비롯하 치아에 

대한 계속관리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충분이 현실적으로도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

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또한 치과위생사가 환자에 대해 무조건 



치위생과정의 치과임상 적용 증례보고: 일부 치과 사례를 중심으로

15

스케일링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치주 탐침자(probe)를 이용

하여 치주사정을 정확하게 하고 치주질환 발생 위험요인을 인지 

후 스케일링을 수행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진료이며, 이를 토대로 

환자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스케일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치주낭 깊이가 

4mm 이상-6mm 미만 치과위생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치위생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방향성에 치과임상의로서 공감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2) 치위생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견해

치과위생사로서 치위생관리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한다고 하

였다. 바쁜 임상 환경으로 인하여 환자에 대한 사정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프로그램을 통해 치과위생사로서 

환자의 기본적인 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치과위생사로서 전문가적인 본연

의 업무로 환자들 대상으로 더 많은 소통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과의 연관성을 환자에게 교육하는 과정에서 치과위생사로서 

전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으로 인식했으며, 

환자에게 쉽게 설명하게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자료 등을 찾아보

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스케일링 치주사정에 대해 임상가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으며, 치주탐침이 치과위생사

의 법적업무 영역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치위생과정 프로그램이 임상적 환경에 맞도록 간소

화되어 운영될 수 있거나 1회 내원 시 환자의 진료시간을 줄여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Ⅳ. 고찰

1880년 후반 미국에서 치위생 이론의 개념이 도입되고, 1990

년대 치위생과정의 용어가 정착되었으며, 최근에는 미국 치위생

사 협회에서 임상 치위생 실무의 표준으로 사정-판단-계획-수행-

평가-문서화의 6단계 모형을 제시 하였다.

치위생 과정은 임상 과정이면서 동시에 비판적 사고의 과정이

다. 대분분의 연구에서 질병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비판적 사고와 

해결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임상, 교육계를 포함한 모든 치과 

교육 모델에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15]. 또한 필수

적인 치위생사의 핵심 신념으로 봉사정신, 상호존중과 함께 본질

적으로 치과위생 교육 및 임상 실습에서 치위생관리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적용을 강조하였다[16].

본 연구에 참여한 임상 대상자 2인 모두에서의 치주상태는 

4mm이상의 중등도의 치주낭은 연구 수행 후 각각 30%, 83%의 

감소가 있었고, 6mm이상의 깊은 치주낭은 연구 수행후 각각 

36%, 43% 감소를 보였다. 연구 시작 시점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

는 1인은 연구 후 통증이 없어졌다고 이야기 하였고, 부종과 

발적을 보인 1인은 부종과 발적 소견이 사라짐을 확인하였다.

구강건강 인식상태의 변화와 동기부여 정도는 다음과 같았는

데, 본인의 구강건강상태를 나쁨으로 호소한 대상자 1인은 연구 

수행 후 보통으로 긍정적으로 인식이 변하였고, 구강건강 관리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교육받은 구강건강 관리 

내용을 꾸준히 실천해보려는 의지를 보였다. 나머지 1인은 보통

에서 보통으로 구강건강상태를 평가하였지만, 치주상태 변화에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구강건강 프로그램의 최종 만족도 설문에서 두 대상자 모두 

치석이 제거되어 잇몸부위가 심미적으로 깨끗하게 되어 가장 

좋았다고 기록하였고, 구강보건 교육의 만족 내용으로 치간 칫솔 

사용 교육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들은 본 프로그램처럼 

계속 관리 치위생 프로그램이 치과에 적극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의 설문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각각 응답하였

고, 최종적으로 두 환자 모두 치위생관리 모형이 만족스럽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비외과적 치주치료 

이후 구강건강이 증진되는 결과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사항으로는 치위생관리 모형이 임상 대상자에

게 유용한 모델이라는 것이며, 임상 적용시에도 주관적인 만족도

가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전문가

의 수행과 평가를 보고한 연구로써 모든 치과의료전문가의 합의

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부 치과에서 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였기에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평가를 객관화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치과의사와 협업하여 치과위생사

가 수행하는 환자관리에 대한 과정에서 진료에 대한 보험료 

및 수가가 제대로 산정되지 못한 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치위생계가 제시하는 업무과

정의 차이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본 연구는 치과 클리닉, 

교육계, 치위생계에 전문적인 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치주질환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환자의 환경, 전신건강, 구강건강 인식, 행동

을 파악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와 지속적인 평생관리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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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Ⅴ. 결론

본 프로그램에서 임상 치과위생사들은 주도적으로 치위생관

리 프로그램의 수행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구강건강증진, 구강건강 인식, 태도의 긍적적인 변화를 

유도 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참여 대상자의 치위생 관리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아 치위생과정 모형의 임상 적용이 유용

할 것이라 평가된다. 앞으로 치위생 과정을 임상에 적용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어 지속적인 치위생과정 모형 개발이 필요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치과위생사가 진료지원의 업무역할을 

뛰어넘어 환자의 구강건강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문가로서의 

업무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임상에서 치과위생사의 

이러한 노력들은 개별 환자의 구강건강 증진과 함께 국민 전체의 

구강건강 증진 및 의료비용 절감으로 확대 가능 할 것이라 판단된

다[17][18].

본 연구의 제한점은 추후 잘 설계된 연구로 보완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임상 연구와 교육계의 근거중심 프로

그램의 개발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 치위생과정

이 구축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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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의 교육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

며,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교육 풍토 속에 교육의 

목표가 대학이 되어, 대학생들은 본인의 적성보다는 성적에 따라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 진학 후 새로운 교육

환경에 대한 부적응과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실제로 대학 자퇴자의 50%는 1학년 신입생 시기에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아 대학 1학년 시기에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보고

가 있다[1][2]. 대학 시기는 성인 초기로 대학환경에서 단순한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사회적 동화와 인격 형성이 필요한 시기로 

미래의 삶과 졸업 후 경험하는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므로 자신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춘 자기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다[3][4]. 그러나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대학생활에 

적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어려움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

로 해결하여 대학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대학

차원의 활동들이 필요하다. 적응이란 주변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행동으로 개인의 안정성과 사회적 

가치 및 규범에 따라 생활하기 편하게 변화해가는 과정을 뜻하며

[5], 요즘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적응의 

문제는 중요하며 대학생들에게는 대학생활의 성공과도 직결이 

되고, 미래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기로 중요한 관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자기 생활을 관리하고 설계해 나가는 준비가 

필요한데 심리적인 자율성이 필요하며, 외적인 보상이나 처벌에 

의하여 강요되는 것이 아닌 자율적인 행동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자기 결정성이 요구된다. Deci와 Ryan[6]은 자기결정성을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내면화되어가는 과정이라 하였으

며, 자기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무동기

와 외적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적조절로 구분하였다. 

무동기는 자기결정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자신의 행동과 행동의 

결과에 가치를 두지 않는 의지가 없는 상태이며, 외적조절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Vol. 8 No. 1 March 2020

18

자기결정성이 가장 낮은 단계로 보상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상태이다. 부과된 조절은 타인의 인정을 중요시하며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나 행동을 

통하여 기쁨을 얻기보다 죄책감이나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행동

하는 경우이며, 확인된 조절은 스스로의 행동을 중요시 생각하며 

가치가 있다고 인식할 때 행동하는데 행동에 대한 즐거움과 

자기만족이 목표가 아니라 목표 자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하

는 완전한 내면화의 상태는 아니다. 내적 조절은 가장 자율적이

며, 자기결정성이 높은 단계로 행동 자체에 만족이나 즐거움 

때문에 행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 결정성 이론은 

개인의 정신적 측면과 타인과 사회집단을 연결하는 상호 보완적

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 김[7]은 대학 신입생의 자기결정성은 

대학생활 적응과 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백과 김[8]은 

자기결정성의 심리적 요구가 충족되면 학업성취도와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정과 이[9]는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힘인 자기결정성이 높은 경우 대학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대학생활 적응 측면에서 본인의 

의지대로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결정성 요인은 대학생활의 성패

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최신 치과임상 기술뿐만 아니라 치과임상 

현장에서 다양한 환자들과 접촉하면서 환경이나 행동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하는 구강보건전문가로서 중추적인 역할 

수행을 위하여 자기결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련된 요인을 긍정

적 사고[10]과 셀프리더쉽 [11], 사회적지지 및 학업적 자기효능

감[12], 대인관계와 인성[13]과 관련된 연구는 다수 있으나, 대학

생활적응과 자기결정성에 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스스로 학업 및 생활을 결정하는 자유의지인 자기결

정성을 높일 수 있는 학과 및 대학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자기기입식 방식으

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및 방법을 

이해하고 설문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설문참여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없음

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시행되었다. 표본 크기는 G*power version 

3.1.9.2 program을 이용하였고,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

력은 .95의 조건하에서 최소 표본 크기는 172명이고, 회수된 

설문지는 187부였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178부를 본 연구에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대학생활 적응의 

측정은 하선우[14]와 류정희[15]가 개발한 척도로 설문 문항을 

근거하여 설문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대학생활 적

응의 하위요인은 학업적응 23문항, 사회적응 17문항, 개인-정서

적응 15문항, 대학환경적응 12문항으로 총 67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의 적응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자기결정성의 측정은 Ryan 등[6]이 개발한 척도로 설문문항

을 근거하여 설문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기결정

성의 하위요인은 외적조절 6문항, 부과된 조절 6문항, 확인된 

조절 6문항, 내적조절 6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자기결정성 계산에 

근거하여 합산하였다. 자기결정성 계산은 외적조절과 부과된 조

절은 음의 값으로 합산되고, 확인된 조절과 내적조절은 양의 값으

로 합산되었다. 동기유형을 합산한 산출방식은 RAI(Relative 

Autonomy Index) = (외적 조절 * -2) + (부과된 조절 * -1) + 

(확인된 조절 * 1)+ (내적 조절 * 2)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

였다[16][17]. 자기결정성이 높은 사람은 양의 값으로 나타날 

것이고, 자기결정성이 낮은 사람은 음의 값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178부의 수집된 설문지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이다. Cronbach’s α는 대학생활 적응 0.928, 대학생활 적응 

영역별 하위요인은 학업적응 0.853, 사회적응 0.852, 개인-정서

적응 0.828, 대학환경적응 0.691로 나타났고, 자기결정성은 

0.894, 자기결정성 영역별 하위요인은 외적조절 0.800, 부과된 

조절 0.888, 확인된 조절 0.888, 내적조절 0.89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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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Categories N %

Sex
Female 171 96.1

Male 7 3.9

Grade

1 33 18.5

2 80 44.9

3 38 21.3

4 27 15.2

Results

Top 53 29.8

Medium 102 57.3

Lower 23 12.9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7 3.9

Average 70 39.3

Satisfaction 101 56.7

Total 178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lassification variables M±SD

University life adaptation

Academic adaptation 3.27±0.53

Social adaption 3.36±0.54

Individual-emotional adaptation 3.09±0.65

Adaptation to the college environment 3.45±0.54

Average 3.30±0.46

Self-determination RAI 3.18±2.43

Self-determination RAI(Relative Autonomy Index) = (External control * -2) + (Imposed control * -1) + (Identified control * 1)+ (Internal control * 2)

<Table 2> College life adaptation and self-determination degree of students N=178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으로 실시하였고, 대학생

활 적응, 자기결정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고, 

대학생활 적응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결정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학생활 적응 영역별의 하위요

인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을 독립

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 96.1%, 남성은 3.9%로 나타났다. 학년은 2학년 

44.9%, 3학년 21.3%, 1학년 18.5%, 4학년 15.2% 순으로 나타났

다. 성적은 중 57.3%, 상 29.8%, 하 12.9%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 56.7%, 보통이다 39.3%, 만족하지 않는

다 3.9% 순으로 나타났다.

2.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자기결정성 정도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자기결정성 정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점수는 3.30점으로 

나타났고, 대학생활 적응 영역별 하위요인은 대학환경적응 3.45

점, 사회적응 3.36점, 학업적응 3.27점, 개인-정서적응 3.09점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성 점수는 외적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적조절을 RAI 산출방식으로 합산하여 3.18점으

로 나타났다.

3.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과 자기결정성간의 상관

관계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과 자기결정성간의 상관관계에 대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업적응은 대학환경적응(r=.687, 

p<0.01), 사회적응(r=.683, p<0.01), 개인-정서적응(r=.547, p<0.01), 

자기결정성(r=.441, p<0.01) 순으로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응은 대학환경적응(r=.582, p<0.01), 자기결정성(r=.466, 

p<0.01), 개인-정서적응(r=.318, p<0.01) 순으로 정적상관을 가

지고 있었다. 개인-정서적응은 대학환경적응(r=.410, p<0.01)과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학환경적응은 자기결정성

(r=.291, p<0.01)과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4. 대학생활 적응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 적응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자기결정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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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1 -

2 .683** -

3 .547** .318** -

4 .687** .582**  .410** -

5 .441** .466** .071 .291** -

The data were analyz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p<0.05, 

**
p<0.01

1: Academic adaptation 2: Social adaption 3: Individual-emotional adaptation 4: Adaptation to the college environment 5: Self-determination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ollege life adapt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dependence variable
Dependence variable

B S.E EXP(β) p

constant 3.840 1.175 0.001

Academic adaptation 1.945 0.513 0.422  <0.001***

Social adaption 1.347 0.413 0.297  0.001**

Individual-emotional adaptation 0.821 0.291 0.220  0.005**

Adaptation to the college environment 0.379 0.410 0.085 0.357

***
p<0.001, 

**
p<0.01

F=17.028, p<.001, Adj R2=0.269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Table 4> The influential factors of self-determination

실시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이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적응(p<0.001), 사회적응(p<0.01), 개인-정서적응(p<0.01)순

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고찰 및 결론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2019년 통계청 자료[18]에 의하면 

74.9%로 상당수의 청소년이 사회생활 이전의 단계인 대학에 

진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이 대학 수업을 통해 소양과 

지식을 쌓고, 대학 내에서의 다양한 대인관계 및 활동 등을 경험

하면서 사회적 성인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대학은 학생들의 성인기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이 자기결

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스스로 학업 및 생활을 결정하는 자유의지인 자기결정성을 높일 

수 있는 학과 및 대학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

고자 시도되었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항목은 대학환경적응, 

사회적응,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전체 점수는 5점 만점에 3.30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 하위요인의 영역별 적응 정도는 대학환경적응 

3.45점, 사회적응 3.36점, 학업적응 3.27점, 개인-정서적응 3.09

점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박[1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의 

전체점수는 3.19점으로 나타나 본연구보다 낮은 대학생활적응

도를 보였으며, 하위영역별로는 대학환경 적응 3.41점, 학업적응 

3.11점, 사회적응 3.26점, 개인-정서 적응 3.11점으로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20]의 연구에서는 대학

생활적응 전체점수는 3.0점이었으며, 대학환경적응 3.2점, 사회

적응 3.1점, 학업적응 2.8점, 개인-정서적응 2.8점으로 본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박 등[21]의 연구에서는 3.39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연구대상자들은 대학내의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대학생활에 적응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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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조절, 부과된조절, 확인된조절, 내적조절로 구성된 자기

결정성은 3.18점으로 나타나, 박[19]의 연구 3.00점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22]의 연구 4.68점보다는 낮아 

연구대상자들의 스스로 행동하고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기 결정성과 관련된 심리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 수업중 자기주도 학습방법 

중 하나인 온⋅오프라인 연계학습인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나 문제중심의 학습(Problem Based Learning)이 대

학교육에 다양하게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방법을 통하여 면대면 토론 및 모듬 활동과 같은 상호 보완 

학습을 진행하며, 대인관계의 질을 높여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과 자기결정성간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면, 학업적응은 대학환경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자

기결정성과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응은 대학환경적

응, 자기결정성, 개인-정서적응 순으로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개인-정서적응은 대학환경적응과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학환경적응은 자기결정성과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박

[19]의 연구에서도 대학생활적응과 자기결정성은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 대학생활 적응 하위요인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

났다. 김[7]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활 적응도는 부모자녀관계와 

자기결정성과 상관관계가 있어, 대학생활에 만족하고 잘 적응할

수록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이고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

율성과 관계성이 높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자기결정성 정도를 분석하여 대학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개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

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결정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들

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활 

적응이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적응(p<0.001), 

사회적응(p<0.01), 개인-정서적응(p<0.01)순으로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학업적

응은 학업성취도와도 관련성이 있는데, 이[23]는 학업성취도가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대학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윤 등[24]은 학업성취도를 대학교육과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교육성과로 대학생활만족도, 지적성취, 미래에 

대한 기대 등이 해당된다 하였다. 김[7]은 학교생활에 긍정적이

며, 심리적인 적응을 잘하고, 학업에서의 이해도와 집중도가 

높을수록 자기결정성이 높다 하였으며, 김 등[25]은 대학 신입생

시기의 대학생활 적응이 대학생의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므

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과 학습에 대한 준비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였다. 유[26]는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대학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인 

멘토링, 공동체 활동, 세미나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자기

결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대학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대학생들에게 구성원과의 유대감을 증진시켜 심리적인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이 자기결정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스스로 학업 및 생활을 결정하는 자기결정

성을 높일 수 있는 학과 및 대학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치위생(학)과 

학생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

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상과 관련 변수들

을 보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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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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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posttraumatic stres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Methods: This study included 175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the Busan, Ulsan, and Kyungnam areas who completed questionnaires between 

October 26, 2018 and November 30, 2018.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IBM SPSS 25.0 statistical program.

Results: The amount of workplace verbal abuse experience wa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extent of post-traumatic stres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among dental hygienists.

Conclusions: Workplace verbal abuse between dentists and fellow dental hygienists, patients, and caregivers should be prevented.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hat can resolve the problems of dental hygienists regarding verbal abuse in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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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의료서비스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의사, 간호사, 다양

한 병원 직업군의 구성원들은 환자 및 보호자 간의 상호작용과 

병원 조직 내 상호협력을 중요시 하고 있지만, 언어폭력경험에 

대한 갈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1].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

사를 대상으로 경험한 폭력 중 언어폭력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그로 인해 당혹감, 분노, 위축, 두려움, 슬픔, 수치심, 사기저

하 등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직무스트레스와 직무 불만족은 

환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되었다[2][3].

직장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한 개인은 굴욕감과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킬 수 있다[4]. 그리고, 언어폭력

을 경험한 구성원들은 조직 내 상호작용 시 대인관계를 차단시키

는 결과를 초래하여 업무에 차질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병원 

서비스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5]. 권[6]의 연구에

서도 최근 1년간 의사, 동료 간호사, 동료 직원, 환자, 보호자로 

부터 폭력을 경험한 간호사가 97.4%로 나타났고, 언어폭력을 

경험한 간호사가 96.9%로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

언어폭력은 타인의 위엄과 가치에 대해 존중의 결여를 보이는 

모든 언어적 행동으로[4] 언어폭력은 개인에게 불쾌감, 모욕, 

자존감 상실,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가져올 수 있는 비언어적 

행동이다[7].

스트레스는 종사자의 직무수행 상 어떤 자극에 반응이자 상호

작용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어느 정도 긴장이 필요한 것으로 

정의된다[8]. 하지만,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신체적⋅정

신적 질병을 초래하며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조직몰입, 직무만족 저하를 초래한다. 또한 정신적 외상의 경험

은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9]. 병원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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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병원조직의 분위기를 파괴하게 되고 

나아가 직장폭력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10].

외상 후 스트레스 경험은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서 강한 정신적 

충격을 주기 때문에 과도한 놀람반응, 수면, 각성상태의 지속 

등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이 지속될 수 있다. 대부분 스트레스는 

한 달 이내로 감소하지만 일부사람들에게는 지속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며 그 심리적 후유증이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이다[11]. 

직무 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외상사건의 침습, 자극에 대한 지속적 회피, 부정적인 감정의 

변화와 과각성 반응이다. 그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사회적, 직업적, 기능적 장애를 초래하여 조직 

내 업무의 몰입 및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다[12].

조직몰입이란 개인이 조직에 있어 가지게 되는 동일시와 관여

도의 상대적 강도로,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조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 

및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욕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3]. 언어폭력을 받은 간호사는 조직몰입 수준이 낮아지고, 병원 

조직에 직무만족이 떨어져 동료 간호사와의 부정적인 관계 반응

을 보이게 된다[14]. 특히 구강진료는 다양한 구강보건인력의 

협조와 협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구강진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구강보건인력 관리가 중요하다[15].

직무만족이란 한 개인의 업무나 업무경험 평가 시에 발생하는 

긍정적인 정서상태의 업무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16]. 언어폭

력을 경험한 간호사는 직무만족이 낮고, 이직의도는 높으며,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율이 감소하여 원만한 인간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17]. 또한, 낮은 직무스트

레스는 조직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조직원의 직무만족에 긍정적

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조직몰입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되었

다[18][19].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언어폭력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

스,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조직 내 구성

원인 치과의사와 동료 치과위생사의 언어폭력경험을 예방하고, 

환자 및 보호자 간의 언어폭력경험 후 대처방안 및 해결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언어폭력경험에 있어 스트

레스를 감소시키고 직무만족이 높은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치과 병⋅의원 내에 언어폭력으로부터 치과위생사들

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대상

연구대상자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편의표집방법을 활용하고, 기관의 생명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IRB No: 1041449-201810-

HR-003).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설문조사 전 연구

의 참여를 허락하고 서면동의서에 서명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8년 10월 26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치과 병⋅의원을 직접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하여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Cohen의 Power analysis를 근거로 

G*power 3.1.3(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를 이용

하며, 유의수준 5%(양측), 검정력 80%, 효과크기 0.5의 조건하에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는 200명이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설문지 

총 230부가 배부되었고, 196명이 설문에 응답해주었다. 최종 

설문에는 불성실하거나 설문이 누락되어 있는 설문지 21부를 

제외한 175부(89.3%)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치과위생사가 경험한 언어폭력경험 측정도구는 남 등[5]의 

설문내용을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언어폭력의 대상

자의 도구는 치과의사, 동료 치과위생사, 환자 및 보호자에 관한 

항목으로 각 1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치과위생사

가 언어폭력 경험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치과위생사가 언어폭력경험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를 살

펴보기 위해 외상 후 겪는 심리적 측정 척도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IES-R(Impact of Event Scale- 

Revised)을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사용한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를 활용하였다[20].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 척도는 최[21]가 사용한 도구를 수

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6문항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설문의 일관성을 위하여 역코딩 하였으며, 높은 점수일

수록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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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Categories N %

Sex
Female 174 99.4

Male 1 0.6

Age

25 years old or younger 77 44.0

26~30 60 34.3

31 years old or older 38 21.7

Marital status
Single 143 81.7

Married 32 18.3

Final education

College graduate 139 79.4

University graduation 33 18.9

Graduate or above 3 1.7

Total clinical experience

Less than 3 years 76 43.4

Less than 3-7 years 57 32.6

Over 7 years 42 24.0

Total 175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 척도는 오[19]의 연구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19문항

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ver. 25.0 for windows, 

IBM SPSS Statistic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과 언어폭력경험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고, 각 요인별 관계는 상관분석과 언어폭력경험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Cronbach’s α는 외상 

후 스트레스는 .963, 조직몰입 .858, 직무만족 .893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 

99.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25세 이하’ 44.0%, 

‘26~30세’ 34.3%, ‘31세 이상’ 21.7%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81.7%, ‘기혼’이 18.3%이었고, 최종학력은 ‘전

문대 졸업’이 79.4%, ‘대학교 졸업’이 18.9%, ‘대학원 이상’이 

1.7%의 순이었다. 총 임상경력은 ‘3년 미만’이 43.4%, ‘3~7년 

미만’ 32.6%, ‘7년 이상’ 24.0%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언어폭력경험에 대한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언어폭력경험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언어폭력경험빈도의 결과는 ‘없다’가 38.9%, ‘5회 미만’은 

37.7%, ‘5~10회 미만’은 12.0%, ‘10회 이상’은 11.4%의 순이었

고, 언어폭력 시 대처 방법은 ‘참는다’가 72.0%, ‘병원에 보고하는 

경우’가 10.9%, ‘맞대응하는 경우’에는 6.9%, ‘기타’가 10.3%로 

나타났다. 치과병⋅의원 내 언어폭력 예방교육 또는 제도에 대한 

인지여부는 ‘잘 모른다’가 48.0%, 관련 교육이나 제도에서 ‘없다’

가 42.9%, ‘있다’가 9.1%의 순이었고, 언어폭력경험으로 인한 

이직고려 경험은 ‘없다’가 64.6%, ‘있다’가 35.4%로 나타났다.

3. 치과의사, 동료 치과위생사,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경험하는 치과위생사의 언어폭력경험정도

치과의사, 동료 치과위생사,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경험하는 

치과위생사의 언어폭력경험정도는 <Table 3>과 같다. 치과의사, 

동료 치과위생사,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경험하는 치과위생사의 

언어폭력경험정도는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경험하는 치과위생

사의 언어폭력경험정도가 1.86점으로 가장 높았고, 동료 치과위

생사로부터 경험하는 치과위생사의 언어폭력경험정도는 1.81

점, 치과의사로부터 경험하는 치과위생사의 언어폭력정도는 

1.73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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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1 -

2 .670** -

3 .670** .681** -

4 .450** .454** .445** -

5 -.344** -.383** -.381** -.328** -

6 -.305** -.434** -.425** -.365** .622** -

**
p<.01

The data were analyz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1: Dentist 2: Fellow dental hygienists 3: Patients and guardians 

4: Post-Traumatic Stress 5: Organizational Commitment 6: Job Satisfaction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verbal abuse experience, post-traumatic

stress, tissue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experienced by dental hygienists

Classification Categories N %

Language Violence Experience

None 68 38.9

Less than 5 times 66 37.7

Less than 5-10 times 21 12.0

10 times or more 20 11.4

Response to verbal abuse

Tolerate 126 72.0

Report to the hospital 19 10.8

Response 12 6.9

Other 18 10.3

Turnover consider experiences
No 113 64.6

Yes 62 35.4

Verbal abuse prevention education or system

No 75 42.9

Yes 16 9.1

Not sure 84 48.0

Total 175 100.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language violence experience

Classification M ± SD

Dentist 1.73 ± 0.89

Fellow dental hygienists 1.81 ± 0.89

Patients and guardians 1.86 ± 0.83

<Table 3> Experience of verbal abuse by dental hygienists from dentists,

fellow dental hygienists, patients and guardians N=175

4. 치과위생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경험, 외상 후 스

트레스,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 상관관계

치과위생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경험, 외상 후 스트레스, 조

직몰입과 직무만족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치과의사에 의한 언어폭력경험은 외상 후 스트레스(r=.450)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조직몰입

(r=-.344)과 직무만족(r=-.3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동료 치과위생사에 의한 언어폭력경험은 

외상 후 스트레스(r=.454)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

관계가 나타났고, 조직몰입(r=-.383)과 직무만족(r=-.434)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언어폭력경험은 외상 후 스트레스(r=.44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조직몰입(r=-.381)과 

직무만족(r=-.42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는 조직몰입(r=-.328)과 직무만족

(r=-.36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직몰입은 직무만족(r=.622)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5. 언어폭력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

언어폭력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언어폭력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회귀모형 결과로 동료

(t=2.473, p<.05)와 환자 및 보호자(t=2.178, p<.05)에 의한 언어

폭력이 치과위생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3.1%이

다. 따라서 동료(β=.242)에 의한 언어폭력경험, 환자 및 보호자

(β=.200)에 의한 언어폭력경험이 높을수록 치과위생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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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ce variable
Dependence variable

t p
B SE β

Constant .697 .151   4.624*** <.001

Experience of verbal violence from a dentist .118 .093 .120 1.271  .205

Experience of verbal abuse from fellow dental hygienists .247 .100 .242  2.473*  .014

Experience of verbal violence from patients and guardians .219 .100 .200  2.178*  .031

Adj R2=.231, F=18.447***(<.001)

*
p<.05, 

***
p<.001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Table 5> Influences of verbal abuse experience on post-traumatic stress N=175

Independence variable
Dependence variable

t p
B SE β

Constant 3.996 .118   33.952*** <.001

Experience of verbal violence from a dentist -.080 .072 -.110 -1.112 .268

Experience of verbal abuse from fellow dental hygienists -.161 .078 -.211 -2.061* .041

Experience of verbal violence from patients and guardians -.123 .078 -.151 -1.573 .118

Adj R2=.158, F=11.879***(<.001)

*
p<.05, 

***
p<.001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Table 6> Factors affect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by verbal abuse experience N=175

Independence variable
Dependence variable

t p
B SE β

Constant 3.800 .099   38.556*** <.001

Experience of verbal violence from a dentist .008 .061 .013   .137  .891

Experience of verbal abuse from fellow dental hygienists -.234 .065 -.362   -3.587*** <.001

Experience of verbal violence from patients and guardians -.086 .066 -.124 -1.307  .193

Adj R2=.183, F=13.966***(<.001)

***
p<.001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Table 7>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with Language Violence Experience N=175

6. 언어폭력경험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

언어폭력경험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Table 6>과 

같다.

언어폭력경험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회귀모형 결과로 동료

(t=-2.061, p<.05)에 의한 언어폭력경험이 치과위생사의 조직몰

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설명력은 15.8%이다(F=11.879, p<.001). 따라서 동료

(β=-.425)에 의한 언어폭력경험이 높을수록 치과위생사의 조직

몰입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언어폭력경험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언어폭력경험이 외상 후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7>과 같다.

언어폭력경험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회귀모형 결과로 동료

(t=-3.587, p<.001)에 의한 언어폭력경험이 직무만족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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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력은 18.3%이다(F=13.966, p<.001). 따라서 동료에 의한 

언어폭력경험이 높을수록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은 더 낮아질 

것이다.

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치과의사, 동료 치과위생사,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치과위생사의 언어폭력경험실태를 조사하고, 언어폭력경험에 

따른 스트레스,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치과위생사가 경험한 언어폭력은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언어

폭력경험정도가 1.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료 치과위생

사에 의한 언어폭력경험정도 1.81점, 치과의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정도 1.73점 순으로 나타났다. 강과 박[22]의 연구에서 종합

병원 간호사가 경험한 폭력유형은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언어폭

력이 80.7%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 등[23]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은 치과

의사로부터 언어폭력경험이 2.28점, 동료 치과위생사로부터 언

어폭력경험이 2.37점,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경험이 

2.93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환자 및 보호자

에 의한 언어폭력경험이 여전히 무신경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치과의사에 의한 언어폭력경험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언어폭력경험이 많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는 높아진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조직의 불만

이 많아져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환자의 구강관리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 이다. 그리고, 조직의 불만해소 및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구강관리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만족할 만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직장문화에 대해 불만이 적을 

경우 환자의 구강관리 서비스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보여진다.

언어폭력경험과 조직몰입 간에는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 언어폭력경험이 많을수록 조직몰입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치과위생사의 언어폭력경험을 예방하고 치

과위생사의 조직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조직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개인의 과다

한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욕구충족

과 승진, 복지후생, 보상 등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보여진다.

언어폭력과 직무만족 간에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 언어폭력이 많을수록 조직만족이 낮아진다는 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24]. 언어폭력경험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동료 치과위생사에 의한 언어폭력경험정도로 나타

났다(p<.001).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의 개인능력뿐 아니라 조

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부정적 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의 능력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무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개념으

로 직무에 만족하는 조직구성원은 직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조직몰입을 높이고, 조직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24]. 

간호사와 치과위생사의 낮은 직무만족은 간호의 질, 이직률증가, 

사기력 저하 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무만족향상을 위한 방안을 구축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으

로 보여진다.

언어폭력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요인은 동료 치과위생사의 언어폭력경험이 많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동료 치과위생사의 언어폭력경험정도는 치위생 조직 

내 선임 치과위생사를 대하는 의사소통이 지시적이고, 수직적인 

대화로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진다. 간호사의 태움은 불안, 불만, 

불면증을 초래할 수 있고, 환자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어[22] 치위생 조직 내에서도 언어를 순화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동료 치과

위생사의 언어폭력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조직몰입

과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부산, 울산과 경남 일부지역의 치과병⋅의

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대상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과 외상 후 스트레

스, 조직몰입, 직무만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언어폭력경험을 

예방하고,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 직무만족을 향상시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로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조직 내 치과의사와 동료 치과위생사

와의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서로 배려하는 

따뜻한 서비스 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며, 외부의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언어폭력예방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시스템 도입 및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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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f

 Continuing Education of Some Dental Hygienists in Gyeongnam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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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cognition of and satisfaction with continuing education in dental hygienist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education program.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on 384 participants in continuing education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2018 Korean Dental Hygienist Association 

Gyeongsangnam-do Conference.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SPSS 12.0.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rvice agency by 

working institutions and the main work by experience were analyzed with the chi-square test. Satisfaction with continuing educ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as post-tested using Duncan's multiple comparison after a t-test and ANOVA. The significance level was 0.05.

Results: In terms of continuing education, clinical work (latest technology) showed the highest distribution in terms of desired education. 

The highest scoring reason for attending continuing education was legal certification. The highest scoring reason for not attending was economic 

burden. On-line education was preferred over off-line education.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overall education, educational 

environment, contents, and methods among dental hygienists with degrees higher than a master's degree, and the work experience satisfaction 

level was higher in subjects with more than 16 years of education (p<0.01, p<0.001).

Conclusions: In order to raise the recognition of the value of continuing education for dental hygienists and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a plan for futur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should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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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평균수명 증가로 건강 기대수명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구강보건 분야의 건강 치아 기대수명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의 서비스 증대 

및 질적이고 세분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며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질과 능력 향상의 요구는 면허

를 유지하고 계속교육 및 보수교육의 필요성 증가로 이어진다. 

보수교육의 의미는 취업이후 해당 직업의 핵심기술이 빠르게 

변화⋅발전되고 있는 속에서 재직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조직에

서 종사자로서 그리고 전문직업인으로서 개발될 필요가 있어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계속전문교육[1]으로, 산업현장에서 그 

자격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전문지식 및 

기술을 배우는 교육훈련[2]이다. 또한 급변하는 최신 의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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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

한 지식 및 기술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히 제공하는 

평생교육제도[3]라고도 하여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혼용하고 

있다. 보수교육은 치과위생사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함으로서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능력 및 자질 향상

을 도모하고 해당분야의 최신 정보를 습득하여 전문능력을 발전

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3].

4차 산업혁명은 급격한 현대의학의 기술 발전 및 치과 의료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치과위생사의 업무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치과위생사는 지역주민과 치과질환

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 치과진료

협조 및 경영관리 등을 지원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전문보건인력이다[4]. 치과위생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 능력 함양을 위해 대학에서 전문 지식을 학습하여 배출되지

만 기본교육과정 이수만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하는 

최신 치과 의료 환경과 기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치과 의료 환경을 이해하고 전문인으

로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수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3]. 보수교

육은 보건⋅의료기관 등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와 

1년 이상 휴직한 보건의료 인력이 현업에 복귀할 경우 현장적응

력 향상을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의거하여 

의무화 되어 있다[5]. 또한 보수교육 시간은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해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5].

의료기사에 대한 보수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보건의료서

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1년 11월 22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의료인 면허신고제가 공포되었으며 

2014년 11월 23일부터 도입 되었다[6]. 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

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

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 22조 3항에 따르면 ‘면허신

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수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활성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보수교육에 

대한 낮은 이수율을 보였으며[7], 2014년 면허신고제 실시 이후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뚜렷한 행정처분 사례가 없어 그 

의미마저 무의미해지거나, 관련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지속적으

로 시행하더라도 보수교육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선호도가 뚜렷해지는 상황이다.

보수교육은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참여도가 증대되었지만 의

무적인 참여를 넘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하고 대상자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8]. 그러

므로 교육 대상자들의 요구도가 반영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필요

한 실무교육과 신지식 및 기술 교육으로 자신의 직무능력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내의 선행 연구로는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의 실태[5,9-10]

와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조사[11-13]가 다수 있었다. 

계속적으로 시행될 보수교육은 권역별, 지역별 교육대상자의 

요구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경남지역의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남지역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보수교육의 문제점

을 분석하고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요구도에 맞는 

보수교육을 제공함으로서 효과적인 보수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

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하고 경남지역에서 활

동 중인 치과위생사 중 2018년 3월4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경상

남도회 상반기 보수교육 참여자 389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필요

성과 목적에 대하여 설명한 후 자기 기입방식으로 작성하였으며 

배부된 389부 중 회수된 384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안의 선행연구[5]를 참고하여 연구목

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일반적 특성 5문항, 

근무기관의 특성 4문항,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8문항,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 12문항으로 총 29문항이다. 전체 설문문항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0.939로 신뢰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 자료분석(통계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고, 조사된 자료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 특성, 근무기관의 특성,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은 빈도분석, 근무기관의 환경 및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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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N %

Age

25 years ≥ 63 18.1

26~30 93 26.7

31~35 52 14.9

36~40 56 16.1

41~45 47 13.5

46~50 23 6.6

Over 51 years 14 4.0

Education

Two-year college 44 12.6

Three-year college 244 70.1

University 37 10.6

Master/PhD 23 6.6

Working 

place

Dental clinic 249 71.6

Dental hospital 42 12.1

General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33 9.5

Community health center 12 3.4

The others 12 3.4

Work 

experience

1 year ≥ 15 4.3

1~3 60 17.2

3~5 61 17.5

6~10 60 17.2

11~15 60 17.2

Over 16 years 92 26.4

Marriage
Married 161 46.3

Single 187 53.7

Total 348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Division N %

Day off

Yes 192 55.2

No 129 37.1

The others 27 7.8

Saturday working 

hours

Noon 55 15.8

p.m. 2 84 24.1

p.m. 5 31 8.9

p.m. 7 1 0.3

No patients 42 12.1

The others 135 38.8

Weekly working 

hours

40 hours ≥ 160 46.0

41~45 137 39.4

46~50 36 10.3

Over 50 hours 10 2.9

The others 5 1.4

Duty

Medical assistant 274 78.7

Preventive work 21 6.0

Counseling work 26 7.5

Acceptance, Receiving 14 4.0

Management 3 0.9

The others 10 2.9

Total 348 100.0

<Table 2> Working plac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별 주업무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수교

육에 대한 만족도는 t-test와 ANOVA를 실시 후 Duncan 다중비

교를 이용하여 사후 검정하였으며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 

수준은 0.0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26~30세가 26.7%로 가장 많았으며, 25세 이하 18.1%, 36~40세 

16.1%, 31~35세 14.9%, 41~45세 13.5%, 46~50세 6.6%, 51세 

이상 4.0%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3년제 대학이 70.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2년제 대학 12.6%, 4년제 대학 

10.6%, 석사이상 6.6%순 이었다. 근무처별로는 치과의원이 

71.6%로 가장 많았고 치과병원 12.1%,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9.5%, 보건(지)소와 기타 3.4%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별로

는 16년 이상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5년 17.5%, 1~3년, 

6~10년, 11~15년은 모두 17.2%로 동일한 분포를 보였으며 1년 

미만 4.3%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미혼 53.7%, 기혼 46.3%로 

나타났다.

2. 근무기관특성

연구대상자의 근무기관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연차유

무는 있음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없음 37.1%, 기타 7.8% 

순이었다. 토요일 근무시간은 기타 38.8%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오후 2시 24.1%, 정오(12시) 15.8%, 휴진 12.1%, 오후 

5시 8.9%순 이었으며 오후 7시가 0.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 근무시간은 40시간 이하 46.0%, 41~45시간 39.4%, 46~50시

간 10.3%, 50시간 이상 2.9%, 기타 1.4% 순으로 나타났고 주 

업무에서는 진료 및 진료보조 업무가 78.7%로 가장 높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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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N %

Attend
Attend 318 91.4

No Attendance 30 8.6

Days of 

preference

Sunday 201 57.8

Saturday 110 31.6

Week days 33 9.5

Public holiday 4 1.1

Place of 

hope

Hotel 56 16.1

General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6 1.7

University auditorium 265 76.1

The others 21 6.0

Hope 

education

Clinical work 253 72.7

Inspire of professionalism 11 3.2

Medical management 21 6.0

Public oral health 19 5.5

Refinement course 24 6.9

The others 20 5.7

Degree of 

help with 

continuing 

education

Muchful 28 8.0

Helpful 107 30.7

Ordinary 174 50.0

Unhelpful 36 10.3

Not at all helpful 3 0.9

Reasons to 

attend

Acquisition of new knowledge 90 25.9

Self-improvement 35 10.1

Legal sanction 210 60.3

Request of boss 3 0.9

The others 10 2.9

Reasons for 

absence

Economic burden 139 39.9

Lack of time 52 14.9

Matter of distance 50 14.4

Private event first 22 6.3

Contents dissatisfaction 28 8.0

Lack of information 10 2.9

Lack of necessity 21 6.0

The others 26 7.5

Type of 

education

Off-line 208 59.8

On-line 140 40.2

Total 348 100.0

<Table 3> Recognition of continuing education

상담업무 7.5%, 예방적인 업무 6.0%, 접수 및 수납 업무 4.0%. 

기타 2.9%, 경영 업무 0.9% 순으로 나타났다.

3.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대상자의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은 <Table 3>과 같다, 

먼저 참석의향은 참석 91.4%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불참 

8.6%로 나타났다. 희망요일은 일요일 57.8%로 가장 높았고 토요

일 31.6%, 주중 9.5%, 공휴일 1.1% 순으로 나타났으며 희망장소

는 대학강당 및 강의실 76.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호텔 

16.1%, 기타 6.0%,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1.7%로 나타났다. 

교육희망분야는 임상업무(최신기술) 72.7%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교양강좌 6.9%, 의료경영 6.0%, 기타 5.7%, 공중구강보

건 5.5%, 직업의식고취 3.2%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의 업무

수행 도움정도는 보통 50.0%, 도움 됨 30.7%, 도움 안됨 10.3%, 

많이 도움 됨 8.0%, 전혀 도움 안됨 0.9% 순으로 나타났다. 

참석이유는 법적인 제제(의무) 6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새로운 지식 습득 25.9%, 자기계발 10.1%, 기타 2.9%, 상사의 

요구 0.9% 순이었고, 불참이유는 경제적인 부담 39.9%로 가장 

높았으며, 시간부족 14.9%, 거리문제 14.4%, 교육내용과 주제 

불만족 8.0%, 사적인 행사 우선 6.3%, 보수교육 필요성 못 느낌 

6.0% 순이며 보수교육에 대한 정보부족이 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육형 선호도는 현장보수교육 59.8%로 높게 나타났

으며 사이버보수교육 40.2%로 나타났다.

4. 근무기관에 따른 근무환경의 특성

근무기관에 따른 근무환경의 특성은 <Table 4>와 같다. 연차 

유무에서 종합병원⋅대학병원, 보건(지)소는 100%, 치과병원 

86.7% 치과의원은 42.2%, 기타 기관은 50%에서 연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관별 차이가 있었다(p<0.001). 토요일 근무시간

은 휴진이 종합병원⋅대학병원 42.2%, 보건(지)소 75%로 나타

났고, 치과병원은 오후 5시까지와 기타 시간이 42.9%, 치과의원

은 오후 2시까지 32.5%와 기타 40.2%로 기관별 차이가 있었다

(p<0.001). 1주간 근무시간으로 치과의원은 41~45시간 43%, 

치과병원은 40시간이하 52.4%, 종합병원⋅대학병원 48.5%, 보

건(지)소는 100%로 나타나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었다(p<0.001). 

주요 업무에서 진료 및 진료보조 업무가 치과의원 84.7%, 치과병

원 64.3%, 종합병원⋅대학병원 93.9%, 기타 41.7%로 가장 많았

으며 보건(지)소는 예방적인 업무가 75%로 가장 많아 주 업무에 

차이가 있었다(p<0.001).

5. 근무경력에 따른 주 업무

근무경력에 따른 주 업무는 <Table 5>와 같다. 진료 및 진료보

조 업무는 근무경력이 3~5년 21.9%, 1~3년 21.5%로 가장 많았

고, 예방적인 업무는 16년 이상 52.4%와 11~15년 33.3%, 상담업

무에서 16년 이상 69.2%, 11~15년 23.1%, 리셉션 업무는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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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Dental clinic
Dental 

hospital

General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Community 

health center

The 

others
Total p-value*

Day off

Yes 105(42.2) 36(86.7) 33(100) 12(100) 6(50) 192(55.2)

<0.001No 121(48.6) 6(14.3) (0) (0) 2(16.7) 129(37.1)

The others 23(9.2) 0(0) (0) (0) 4(33.3) 27(7.8)

Saturday 

working 

hours

Noon 37(14.9) 4(9.5) 9(27.3) 1(8.3) 4(33.3) 55(15.8)

<0.001

p.m. 2 81(32.5) 2(4.8) 1(3.0) 0(0) 0(0) 84(24.1)

p.m.5 12(4.8) 18(42.9) 0(0) 0(0) 1(8.3) 31(8.9)

p.m. 7 1(0.4) 0(0) 0(0) 0(0) 0(0) 1(0.3)

No patients 18(7.2) 0(0) 14(42.2) 9(75.0) 1(8.3) 42(12.1)

The others 100(40.2) 18(42.9) 9(27.3) 2(16.7) 6(50.0) 135(38.8)

Weekly 

working 

hours

40 hours ≥ 101(40.6) 22(52.4) 16(48.5) 12(100%) 9(75.0) 160(46.0)

<0.001

41~45 107(43.0) 18(42.9) 11(33.3) 0(0) 1(8.3) 137(39.4)

46~50 28(11.2) 2(4.8) 6(18.2) 0(0) 0(0) 36(10.3)

Over 50 hours 10(4.0) 0(0) 0(0) 0(0) 0(0) 10(12.9)

The others 3(1.2) 0(0) 0(0) 0(0) 2(16.7) 5(1.4)

Main work

Medical assistant 211(84.7) 27(64.3) 31(93.9) 0(0) 5(41.7) 274(78.7)

<0.001

Preventive work 4(1.6) 6(14.3) 1(3.0) 9(75.0)) 1(8.3) 21(6.0)

Counseling work 21(8.4) 4(9.5) 1(3.0) 0(0) 0(0) 26(7.5)

Acceptance, Receiving 11(4.4) 3(7.1) 0(0) 0(0) 0(0) 14(4.0)

Management 1(0.4) 2(4.8) 0(0) 0(0) 0(0) 3(0.9)

The others 1(0.4) 0(0) 0(0) 3(25.0) 6(50.0) 10(2.9)

*
by chi-square test

<Table 4> The characteristics of working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working institutions.

Division 1year ≥ 1~3 3~5 6~10 11~15
Over 16 

years
Total p-value*

Medical Assistant 14(5.1) 59(21.5) 60(21.9) 54(19.7) 42(15.3) 45(16.4) 274(78.7)

<0.001

Preventive work 1(4.8) 0(0) 0(0) 2(9.5) 7(33.3) 11(52.4) 21(6.0)

Counseling work 0(0) 0(0) 0(0) 2(7.7) 6(23.1) 18(69.2) 26(7.5)

Acceptance, Receiving 0(0) 1(7.1) 1(7.1) 2(14.3) 3(21.4) 7(50.0) 14(4.0)

Management 0(0) 0(0) 0(0) 0(0) 1(33.3) 2(66.7) 3(0.9)

The others 0(0) 0(0) 0(0) 0(0) 1(10.0) 9(90.0) 10(2.9)

Total 15(4.3) 60(17.2) 61(17.5) 60(17.2) 60(17.2) 92(26.4) 348(100)

*
by chi-square test

<Table 5> Main work by work experience

이상 50%, 11~15년 21.4%, 경영업무에서도 16년 이상 66.7%, 

11~15년 33.3%으로 나타나 근무경력에 따른 주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p<0.001).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수교육 만족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Table 6>과 

같다. 학력별로는 석사이상의 치과위생사가 다른 치과위생사보

다 전반적인 만족도(p<0.01), 교육환경(p<0.001), 교육내용 및 

방법(p<0.001)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학력에 따라 만족

도에 차이가 있었다. 근무처별 전반적인 만족도는 기타(연구소, 

대학 등)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교육환경

에 대한 만족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교육내용 및 방법

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보건(지)소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경남지역 일부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 인식 및 만족도 연구

35

Division
Satisfaction Educational environment Education contents and methods

M±SD t(p) M±SD t(p) M±SD t(p)

Education

Two-year college 3.59±0.78a

5.06

(0.002)**

3.66±0.63a

6.22

(0.000)***

3.61±0.64a

6.82

(0.000)***
Three-year college 3.61±0.73a 3.56±0.67a 3.39±0.72a

University 3.86±0.82b 3.84±0.77a 3.66±0.92a

Over master 4.17±0.71b 4.14±0.76b 4.05±0.79b

Working 

institutions

Dental clinic 3.64±0.73

2.31

(0.058)

3.59±0.64a

3.02

(0.018)*

3.42±0.68a

5.77

(0.000)***

Dental hospital 3.55±0.77 3.63±0.76a 3.44±0.79a

General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3.88±0.96 3.69±0.93a 3.58±1.08a

Community health center 3.67±0.78 3.95±0.69b 4.22±0.62b

The others 4.17±0.58 4.22±0.61b 4.11±0.73b

Work 

experience

1 year ≥ 3.73±0.96ab

3.66

(0.003)**

3.88±0.77b

6.11

(0.000)***

3.66±0.92bc

8.80

(0.000)***

1~3 3.55±0.81a 3.47±0.67a 3.35±0.78ab

3~5 3.52±0.67a 3.47±0.64a 3.24±0.68a

6~10 3.47±0.65a 3.42±0.67a 3.17±0.69a

11~15 3.77±0.79ab 3.78±0.68b 3.68±0.72bc

Over 16 years 3.90±0.74c 3.88±0.67b 3.81±0.68c

**
p<0.01, 

***
 p<0.001

*
by ANOVA

a,b,c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Duncan test

<Table 6> Satisfaction of continuing educ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근무처에 따른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p<0.001). 근무경력별로

는 16년 이상인 치과위생사가 다른 치과위생사보다 전반적인 

보수교육 만족도가 높았고(p<0.01), 교육환경의 만족도는 근무

경력 1년 미만과 16년 이상의 치과위생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p<0.001), 16년 이상의 치과위생사들의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 근무경력별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p<0.001).

Ⅳ. 고찰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는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예방해야 할 의무를 

가진 전문 인력으로서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현재의 시점에서 

최선일 수 있도록 유지, 향상시킬 의무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구강보건인력의 전문성을 관리할 수 있는 보수교육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관점에서 전문직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으로 대중의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임을 미국간호연맹(NLN)에서 

강조하고 있다[14]. 보수교육은 자신의 직무능력 향상에 순기능

이 되고,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형태의 만족도가 높은 교육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 이수자

가 많고 교육자체의 내용에 집중하기 보다는 의무적 이수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여 직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회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서 보다 자발적 

참여와 만족도 높은 보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 특성은 연령은 26~30세가 26.7%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3년제 대학이 70.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

며, 71.6%가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

별로는 1~5년까지가 34.7%로 가장 많았고 6~15년은 34.4%, 

16년 이상 26.4%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는 미혼이 53.7%로 

나타났다. 박 등의 연구[11]에서 25세 이하 36.5%, 26세~30세가 

33.2%로 많았고, 근무 경력이 3년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미혼이 

75.3%를 차지하는 것과 다르게 경남지역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년차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관단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의 주제를 

어느 년차에 맞추어야 할지가 고민이 될 수 있고 또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통분모를 끌어내어야 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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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근무기관의 특성 중 연차가 있는 경우가 55.2%로 가장 높았고 

주 근무시간은 40시간 이하 46.0%로 나타났으며, 주 업무는 

진료 및 진료보조 업무가 78.7%로 가장 높았다. 근무처가 개인치

과의원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주 업무가 여전히 진료 및 진료보

조 업무가 높았으나 연차도 있고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로 

질적 향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에서 향후 보수교육 참석의향은 참석 

91.4%로 높은 분포를 보였고, 희망요일은 일요일 57.8%였으며 

희망 장소는 대학 강당 및 강의실이 76.1%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교육희망 분야는 임상업무(최신기술) 72.7%로 가장 높았고, 보

수교육의 업무수행 도움 정도에서는 보통 50.0%, 도움 됨 30.7%, 

많이 도움 됨 8.0%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참석이

유는 법적인 제제(의무)가 60.3%로 가장 높았고 불참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이 39.9%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형 선호도는 현장

보수교육이 59.8%로 높게 나타났다. 경남지역의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정도로는 근무시간에 지장이 없는 일요일이 좋고 장소

로는 대여비가 저렴한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고 교육희망 분야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임상적 기술을 선호하고 교육선호도는 

현장보수교육이 조금 더 높았다. 참석이유는 의무 보수교육으로 

법적인 제제를 피하기 위함이었고 불참이유가 경제적 부담이라

는 점을 감안하면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 참여함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3,13]에서 참석이유가 재교육과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2016년에 보고된 박 등의 연구[11]에서는 본 연구와 같이 면허신

고제 도입 이후 보수교육 점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허신

고제 시행에 여부가 보수교육 참석 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불참이유는 이와 이[13]는 개인적인 사정과 홍보부족

이라는 점과, 이와 박[3]의 시간 부족이라는 점과 상이한 결과이

나 모두 보수교육을 들어야겠다는 필요성 부재에 의한 합리적인 

이유라고 사료된다.

근무경력에 따른 주 업무는 진료 및 진료보조 업무는 모든 

년차에서 고루 많았고, 예방적인 업무는 16년 이상 52.4%, 상담

업무에서 16년 이상 69.2%, 리셉션 업무는 16년 이상 50%와 

경영업무에서도 16년 이상 66.7%로 예방, 상담, 리셉션, 경영업

무는 경력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고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학력별로는 

석사이상에서, 근무처별로는 연구소, 대학 등에 근무하는 치과위

생사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근무경력별로는 16년 이상인 치과위

생사가 전반적인 보수교육 만족도가 높았다(p<0.01). 16년 이상

의 치과위생사에서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보수교육 만족도가 

가장 높아 근무경력별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으며(p<0.001), 연령

과 경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저 연차일수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11,12]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 이와 박의 연구[3]에서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

일수록 보수교육 미 이수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보수교육 시행기관에서

는 보수교육 요일, 내용, 장소, 인식,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대대적으로 필요함을 느낀다. 기타 의료관련 종사자의 

경우에도 의료 보수교육은 자격증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참가하

는 경향이 높으므로 의료 보수교육의 인식을 재고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15].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연령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프로그

램 개발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보수교육 참여자의 현 

직무 및 직무능력과의 관련성 그리고 직업적 자긍심 고취, 치과임

상의 현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현장 실무에 적용 가능성

이 있어야 한다. 보수교육 프로그램 주제 선정은 해마다 요구도를 

조사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고[16], 요구도에 부합하는 

내용을 개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제한된 일부 지역의 오프라인 보수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보수교육 만족도에 따른 강의 질에 관한 내용은 연구과제에 

대한 설문 조사 시에 임상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교육 

요구도에 따라 결과가 제한적이므로 차후 보수교육의 강의 질과 

교육자의 강의 피드백을 통한 치과임상에서의 실무에 따른 효율

성과 사이버 보수교육 내용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경남지역 치과위생사들의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된 연구로서, 보수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적의무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

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요구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018년 3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경상남도회 상반

기 보수교육 참여자 384명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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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에서 교육희망분야는 임상업무(최신

기술)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보수교육 참석이유는 

법적인 제제(의무)가 가장 높았고 불참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형 선호도는 사이버 보수

교육보다 현장 보수교육이 높게 나타났다.

2. 근무기관에 따른 근무환경의 특성에서 연차의 유무와 토요

일 근무시간 휴진은 종합병원⋅대학병원, 보건(지)소가 가

장 높게 나타났고 주간 근무시간으로 40시간이하에서 보건

(지)소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치과병원이 높게 나타나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었다(p<0.001). 주요 업무에서 치과

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대학병원은 진료 및 진료보조 

업무가 가장 많았으며 보건(지)소는 예방적인 업무가 가장 

많아 주 업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1).

3. 근무경력에 따른 주 업무에서는 진료 및 진료보조 업무는 

근무경력이 3~5년이 가장 많았고, 예방적인 업무, 리셉션 

업무, 경영업무는 16년 이상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근무경력

에 따른 주 업무의 내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1).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수교육 만족도에서는 학력별로는 

석사 이상에서, 근무경력별로는 16년 이상의 치과위생사들

의 전반적 만족도(p<0.01), 교육환경(p<0.001), 교육내용 

및 방법(p<0.001)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학력

과 근무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을 높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근무경력에 따른 보수교육 만족

도의 격차를 감소하기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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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four kinds of seaweeds (Ecklonia cava, Saccharina japonica, Undaria 

pinnatifida, and Gelidium amansii) in the RAW 264.7 cell line and in a mouse model of periodontitis.

Methods: The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prepared ethanol extracts of the seaweeds was screened in the RAW 264.7 cell line. A diet containing 

5% of each seaweed was administered to the mice for 2 weeks, followed by lipopolysaccharide (LPS) injection into the periodontal tissue 

to induce inflammation. Nitric oxide (NO) production was analyzed by the Griess reaction and expression of inflammatory marker proteins 

was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Results: All four ethanol extracts inhibited NO production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without cytotoxicity. In addition, all four seaweed 

extracts inhibited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and cyclooxygenase (COX)-2 expressions in periodontal tissues of LPS-injected C57BL/6 

mice. The mouse group administered U. pinnatifida ethanol extract (UPEE) showed the strongest anti-inflammatory response.

Conclusions: The four seaweeds, E. cava, S. japonica, U. pinnatifida, and G. amansii, all exhibited anti-inflammatory activity in both the 

RAW 264.7 cell line and the LPS-induced periodontitic mouse model. UPEE showed the most potent anti-inflammatory activity. These seaweeds 

might be promising candidates for alleviating periodontal inflammation.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confirm their effectiveness as preventive 

agents for periodonta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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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표적인 구강 질환 중 하나인 치주질환은 당뇨병, 흡연, 식습관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크게 치은염과 치주염으

로 나눠어진다[1][2]. 700 여종의 구강 상재균 중 Porphyromonas 

gingivalis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고[3], 

이러한 치주질환은 프라그의 침착에서 시작하여 치은의 부종, 

출혈 등을 유발하고, 치조골의 파괴를 동반하여 치아상실의 원인

이 되기도 한다[4].

치은과 치주의 염증반응은 세균의 증식으로 발생한 산화 스트

레스와[5] lipopolysaccharide (LPS)가 면역세포를 자극함으로

써 시작된다[6][7]. 이러한 염증반응은 초기 면역세포들의 반응

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원인에 의해 치유가 늦어지거

나 면역세포들의 활동 범위와 활동량을 넘어선 경우에는 만성으

로 이행되어 다양한 질환을 유발되게 된다[8].

이러한 염증 반응을 초기에 완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항생제

와 소염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많은 부작용을 동반되고 있고, 

특히 치주질환과 관련한 염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에 의해작열

감, 착색, 동통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8]. 또한, 과거 치료위주의 진료에서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러한 인식변화는 부작용이 적은 치주질환 치료제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9]. 따라서 항염증, 항산화, 항균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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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서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에 대한 연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서 섭취가 가능한 해조류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의 결과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화 

또한 시도되고 있다[10-12].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조류 자원이 풍부하고, 

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으며, 폴리

페놀과 카로티노이드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영양면에서도 뛰어

나다. 특히, Porphyra yezoensis [13], Undaria pinnatifida [14], 

Saccharina japonica [15], Gelidium amansii [16], Ecklonia 

cava [17] 등의 항염과 항산화 및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P. yezoensis나 G. amansii 등의 

치주질환에 대한 항염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람 치은 섬유모

세포를 이용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in vivo에서 효과

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부족한 실정이다[18-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항염효과가 검증된 해조류 중 

E. cava(Ecklonia cava), S. japonica(Saccharina japonica), U. 

pinnatifida(Undaria pinnatifida), G. amansii(Gelidium amansii)

의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생쥐 대식 세포주인 RAW 264.7 

cell line에서 nitric oxide (NO) 생성 억제능과 세포생존률을 

분석하고 치주염 동물모델에 적용하여 이들의 치주질환의 항염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세포배양 및 시료

실험에 사용한 생쥐 대식세포(murine macrophages, RAW 

264.7 cell line)는 한국세포주은행(KCLB No. 40071; Seoul, 

Korea)에서 분양받아 10%의 fetal bovine serum (FBS, Hyclone, 

South Logan, UT, USA), 100 Unit Penicillin/Streptomycin 

(Hyclone)이 첨가된 DMEM 배지를 37℃, 5% CO2 가습된 조건

의 incubator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에

서 배양하였다. 사용된 해조류인 E. cava ethanol extract (ECEE), 

S. japonica ethanol extract (SJEE), U. pinnatifida ethanol extract 

(UPEE), G. amansii ethanol extract (GAEE)은 제주생물다양성

연구소(Jeju, Korea)에서 분양받았다. RAW 264.7 cell line의 

염증을 유발하기 위한 LPS와 실험에 사용된 시약인 sodium dodecyl 

sulfate (SDS), dimethyl sulfoxide (DMSO)는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1차 항체인 

iNOS, COX-2와 actin 그리고 2차 항체인 horseradish peroxidase 

(HRP)-conjugated IgG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Boston, 

MA, USA)에서 구입하여 시험분석에 사용하였다.

2. Nitric oxide (NO) 생성량 및 세포 생존율 측정

RAW 264.7 cell line을 24 well plate에 파종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시료를 250 μg/ml와 500 μg/ml 농도로 처리하

였다. 2시간 후 LPS를 1 μg/ml의 농도로 처리하고 다시 20시간 

배양하였다. NO 생성량의 측정을 위해 상층액 100 μl를 취하고 

1% sulfanilamide와 1% α-naphthylamide 동량혼합액인 Griess 

시약 100 μ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54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odium nitrite (NaNO2)를 이용하여 

흡광도의 표준곡선을 구한 후 측정된 시료의 NO농도를 산출하

였다. 그리고 해조류 추출물의 세포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남은 

1 ml의 배지에 EZ-Cytox 시약(EZ-Cytox cell viability assay kit, 

Daeil lab service, Seoul, Korea) 10 μl를 첨가하고 1시간 동안 

배양한 후 48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생존율은 대조

군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3. 치주염 동물 모델에서 해조류 추출물의 항염 효과

C57BL/6 mice (male, 6-week old)를 stainless steel cage에 

2마리씩 1주일 동안 chow diet와 물로 적응시킨 후 평균 체중 

30 g인 내외로 되었을 때 각 군당 10마리씩 6군으로 나누어 

2주간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군은 총 6군으로 음성대조군, 

양성대조군, ECEE 식이군, SJEE 식이군, UPEE 식이군, GAEE 

식이군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실험식이 조성은 AIN-93을 기

준으로 각 추출물을 5%씩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2주일간 추출물 

식이를 진행하면서 2주차에 PBS에 녹인 LPS를 50 μg/mouse의 

농도로 실험동물의 하악에 0, 2, 4일차에 주사하고 6일차에 이산화

탄소를 이용하여 희생하였다[21]. 그리고 치주염을 유발한 실험동

물의 하악 치주조직을 절제한 후 protein lysis buffer (PRO-PREP, 

Intron Biotechnology, Seongnam, Korea)에 담근 후 homogenizer

를 이용하여 균질화하고 균질화된 검체는 13,000 xg에서 10분동

안 원심분리하여 상층을 분리한 후 Bradford 방법을 이용하여 

단백질 농도를 정량하였다. 분리된 단백질 100 μg이 포함된 

시료를 준비하고 10% SDS-polyacrylamide gel에 전기영동 후 

polyvinylidene fluoride membrane (PVDF, Bio-rad)으로 이동

시켰다. 그리고 PVDF membrane은 5% non-fat dry milk를 

PBST에 녹여 1시간동안 실온에서 블로킹을 진행하였다. 그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Vol. 8 No. 1 March 2020

40

RAW 264.7 cell line was incubated with and without indicated concentrations

of seaweed ethanol extracts for 2 h, and then incubated with LPS (1 μg/ml)

for 20 h. Untreated means negative control without LPS treatment, while

control means positive control with LPS treatment. Data represent the means±SD

of triplicate experiments.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as applied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groups. A

value sharing same superscript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igure 1> Effects of four kinds of seaweed ethanol extracts on

NO production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 line.

RAW 264.7 cell line was incubated with and without indicated concentrations

of seaweed ethanol extracts for 2h, and then incubated with LPS (1 μg/ml)

for 20h. Untreated means negative control without LPS treatment, while 

control means positive control with LPS treatment. Data represent the means±SD

of triplicate experiments.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as applied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groups. A

value sharing same superscript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igure 2> Effects of four kinds of seaweed ethanol extracts on

cell viability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 line.

후 1:1,000의 비율로 희석한 1차 항체와 섞은 후 4℃에서 24시간

동안 hybridization을 하였다. 1차 항체와의 hybridization이 끝난 

PVDF membrane은 PBST로 3회 세척 후 다시 1:1,000으로 

희석한 2차 항체와 실온에서 2시간 동안 hybridization을 하였다. 

2차 항체까지 반응이 끝난 후 enhanced chemiluminescence 

solution (ECL,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을 이용하여 효소 반응하여 film (ECL sensitive, GE 

Healthcare, Chicago, IL, USA)에 감광한 후 단백질의 발현 변화

를 분석하였다.

4. 통계 분석

3회 반복 시행한 모든 실험 결과는 SPSS 통계 프로그램

(version 25.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으며,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시험군간의 

유의성을 확인하고 평균 ± 표준편차(mean ±SD)를 나타내었다. 

또한 사후 검증을 위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

였다.

Ⅲ. 연구결과

1. 해조류 추출물의 NO 생성 억제 효과 및 세포 독성

에 미치는 영향

4종류의 해조류인 ECEE, SJEE, UPEE, GAEE의 항염증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하여 RAW 264.7 cell line에 각각 250, 500 μg/mL

의 시료를 처리하고 1 μg/mL의 LPS로 염증을 유도한 결과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도 의존적으로 NO 생산을 유의적

으로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시료가 세포생

존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한 결과 실험 농도에서

는 세포 독성을 야기하지 않았다(Figure 2).

2. 치주염 동물모델에서 해조류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

치주염 동물모델에서 해조류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하여 2주 동안 ECEE, SJEE, UPEE, GAEE가 5% 포함된 

식이를 제공하면서 2주차에 50 μg/mouse의 농도로 LPS를 실험

동물의 하악에 3회 주사하여 치주염을 유발하였다. 그리고 치주

염이 유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악 치주조직을 

절취한 후 단백질을 추출하고 Western blot analysis를 시행한 

결과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LPS injection으로 치주조

직에 iNOS와 COX-2의 발현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치주염이 

유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험군에서 iNOS와 

COX-2의 발현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UPEE에

서는 두드러지게 염증이 억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해조류 추출물은 치주염 동물 모델에서 치주염을 억제하는 

활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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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group

Extract conc. (5%) - - ECEE SJEE UPEE GAEE

LPS (50 μg/mouse) - + + + + +

iNOS ▶

COX-2 ▶

Actin ▶

Protein expression levels of iNOS and COX-2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 analysis.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Figure 3> Effects of four kinds of seaweed ethanol extract on 

iNOS and COX-2 protein expressions in periodontium of mice 

treated with LPS.

Ⅳ. 고찰 및 결론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치주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 중 

만성 치주질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제7기 

3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치주질환 

유병률이 2012년 20.7%에서 2015년 26.4%, 2016년-2018년 

23.2%로 보고되었고, 치주질환은 30대 이후 치아상실의 가장 

큰 원인이며,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22]. 즉, 치은출

혈, 치조골 소실, 통증, 흔들림을 거쳐 상실에 이르게 되며, 치아우

식증과 달리 치주염은 한 치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치아에 광범위하게 발병한다[4]. 최근 연구들에서는 치주염이 

단순히 구강병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만성질환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치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24]. 이에 치주질환의 유병율을 낮추기 위하여 정부에

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보험급여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치주염의 유병율은 높은 실정이다[25].

이러한 치주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칫솔질이고 치석

제거와 치근면활택 등의 시술에 의존하고 있다[26]. 시술 후 

치주조직의 치유를 촉진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약을 복용

하고, chlorhexidine과 같은 약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착색, 작열

감, 동통 등의 다양한 부작용의 발생으로 인하여 천연 추출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7]. 이에 치주염의 예방

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천연 추출물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약제를 이용하여 P. gignvalis에 대한 

항균력과 항염효과를 검증하거나 P. yezoensis, G. amansii, 

Gracilaria textorii 등의 해조류를 사람 치은 섬유모세포을 이용

하여 항염과 항산화 효과를 입증하였다[28][18-20]. 이에 항염효

과가 입증된 해조류를 이용하여 치주염 동물모델에 적용하여 

항염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ECEE, SJEE, UPEE, GAEE를 RAW 264.7 cell line에 250, 

500 μg/ml로 처리한 후 NO 생성 억제능을 분석였고 이들 해조

류는 농도 의존적으로 NO생산을 억제하였다. 이는 사람 치은 

섬유모세포에서 U. pinnatifida, S. japonica, G. amansii의 항염

과 항산화효과를 분석한 실험에서 농도의존적으로 NOS의 활성

을 억제하는 것과 동일한 양상의 결과를 보였다[14-17]. 그리고 

유의적인 효과를 보인 250, 500 μg/ml의 농도에서 실험에 사용

한 시료 모두 세포독성을 야기하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사람 

치은 섬유모세포에서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14-17].

RAW 264.7 cell line에서 NO 생성 억제 효과 확인 후 치주염 

동물모델을 이용한 항염증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해조류를 

식이한 동물에 LPS를 injection하여 치주염을 유발하고 치주조

직에서 염증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네 시료 모두 염증 매개 물질인 

iNOS와 COX-2 모두 억제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고, 특히 U. 

pinnatifida의 항염 활성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람 치은 섬유모세포 실험에서 G. amansii, P. yezoensis 

ethanol extract가 항염효과[18]를 보이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치주염 동물모델을 이용한 한련초 추출물에서의 치주염

개선 효과[28]와 마치현 및 금전초 추출물에 대한 치주염증 억제

효과[29]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두 연구 모두 한약제를 이용하

였으나, 치주염을 유발 방법은 rat을 이용하여 마취하에 1번 

대구치 치경부에 멸균된 나일론실을 결찰하는 것과 LPS를 주입

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시료별 

5%를 포함하는 식이를 제공한 반면, 박 등[28]의 연구에서는 

한련초 추출물을 100 ㎕씩 도포하였고 박 등[29]의 연구에서는 

마치현과 금전초 에탄올 추출물을 음수에 혼합하여 사용하여 

각기 방법은 달랐다.

본 연구에서는 약제가 아닌 식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해조류

를 시료로 활용하였고, 함유량 또한 낮은 농도를 사용하여 가글이

나 세치제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치주염증의 억제효과를 정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료, 

음수, 도포, 강제 식이와 같이 적용방법을 달리하는 추가실험을 

통하여, 치주조직 단백질 분석 뿐만 아니라 혈액분석과 치조골 

소실평가 등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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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gar Tax and 

Oral Health Perception in Korean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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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Sugar consumption continues to increase worldwide, and excessive sugar intake negatively affects both oral and systemic health. 

Many countries are attempting to reduce these adverse effects by imposing sugar taxes on products containing sugar. Korea is also trying 

to reduce sugar consumption, but does not currently have a sugar tax.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association between sugar taxes and oral health awareness in Korea.

Methods: Korean adults were survey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perception regarding introduction of a sugar tax and their 

perception of oral health and the association between their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as well as to establish the subjects' knowledge 

of sugar taxes.

Results: Subjects with a high interest in oral health also had a high interest in sugar taxes and a positive perception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 sugar tax. Most of the study subjects, regardless of age or academic background, were unaware of sugar taxes and had not received 

education or information about sugar taxes. Therefore, press releases on sugar taxes and active publicity are needed to promote public interest 

in this area.

Conclusions: People's awareness of sugar taxes should be increased, and campaigns should be actively implemented to reduce sugar consumption. 

In addition, since no national measures are currently in place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 sugar tax, efforts will be needed to regulate 

market activities in the food industry and to regulate the price of sugar-rich products nationwide to reduce sugar consump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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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The consumption of sugar was very small, about 120 years 

ago, but since the modern era, sugar has been produced in 

large quantities. It consumption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population growth and income growth[1]. In particular, the 

consumption pattern of developing countries is changing with 

the increase in consumption of processed foods containing sugar 

such as dairy products[2]. As of 2011, the world's sugar 

consumption rose 2.7 percent year-on-year to 169.77 million 

tons, while the country that consumes the most sugar consumed 

26.5 million tons annually in India, followed by the EU with 

178 million tons, China with 14.4 million tons, Brazil with 

17.5 million tons and the United States with 10.44 million 

tons, with the five countries accounting for 49.5 percent of 

the total[3]. In a similar phenomenon, Koreans also ate 61.4 

grams per serving as of 2010, up 23 percent from 49.9 grams 

in 2008[4].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s, for one year of average 

per rice 81.3 kg[5], sugar, as compared to consumption was 

reported that up to take 25.9 kg[1]. That’s more than 30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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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rice in sugar.

Excessive sugar intake can lead to nutritional imbalances 

and can lead to cardiovascular disease, cancer, diabetes and 

obesity[6]. The American ST. Luke’s heart institute says that 

when sugar is ingested, blood pressure rises because osmotic 

pressure causes the blood vessels to become watery and not 

reduce their size. Sugar also has a negative effect on oral 

health[7]. One of the most common oral diseases causes by 

sugar intake is dental caries, which is caused by sugars and 

saliva bacteria making acid and damaging enamel surface[8]. 

Frequent intake of high-sugar, high-adhesion foods increases 

the risk of being transferred to tooth decay and the risk of 

tooth erosion. According to a stud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higher the frequency of intake of sugary snakes, the higher 

the number of dental caries[9]. In addition, patients with 

hypertension, hyperlipidemia, stroke, myocardial infarction and 

osteoporosis due to intakes of sugar showed a higher prevalence 

of dental disease compared to ordinary people[10]. These studies 

show that excessive consumption of sugar has a negative effect 

on oral health and systemic health.

Recently, in some countries, the government introduced a 

sugar tax as a policy to address health problems caused by 

increased sugar consumption around the world[9][11]. Sugar 

tax is a tax on sugar-rich product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various diseases such as obesity[11]. In the UK, the sugar 

tax policy was introduced because sugar adversely affects 

obesity and oral health[12]. Pennsylvania in the U.S. which 

has been enforcing sugar taxes since 2015, showed its consumption 

of soft drinks drop 40 percent compared to that of Michigan 

two months after its implementation, and Washington State 

also secured $4 million in tax revenue over three months, which 

helped reduce obesity rates by using it in health programs[13]. 

In view of this fact, it is less than five years since the sugar 

tax was implemented, but it is evaluated as a policy necessary 

for positive outcomes such as reducing the prevalence of 

non-infectious disease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Mexico.

Korea began mandatory labeling of sugar content in 2007, 

but the public’s interest is not high and the expected policy 

effect is not reported yet[14]. There is still a great academic 

consensus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sugar taxes in Korea, but there is no data on sugar press 

releases and surveys of public percep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tax imposition and the 

oral health awareness, and to establish the opportunity for 

interest in the introduction of sugar tax. It is expected to prepare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the introduction of sugar tax.

Ⅱ. Materials and methods

1. Participants of the subjects

From March to April 2019, we selected adult men and women 

from 20 to over 50 years of age who live in Seoul, Gyeonggi-do, 

and Chungcheongnam-do. To calculate the sample size using 

G power 3.14 program, the survey required at least 150 people, 

assuming significance level, effect size, and statistical power 

of 0.05, 0.10, and 0.95, respectively. A total of 209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206 of them were subject to final analysis, 

except for the three surveys that were not fully answered and 

were not properly processed.

2. Survey method

This study used a self-controlling questionnaire, and the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preceding study[15-19] was 

modified and supplemented by the research team. The survey 

items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5 items), oral health 

care awareness (2 items), oral health care knowledge (10 items), 

oral health care behavior (10 items), sugar tax recognition (9 

items), knowledge of sugar (5 items), and sugar intake behavior 

(4 items). In the recognition of the introduction of sugar tax, 

all items used the Likert 5-point scale and reported 5 out of 

5. The closer to 5, the higher the knowledge. The closer to 

1, the lower the knowledge. This study was conducted IRB 

approval (00-201904-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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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

General health

Age

20’s 92 44.7

30-40’s 67 32.5

More than≤50’s 47 22.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59 28.6

University~Graduate school 146 70.9

Monthly income (10.000won)

Less than 300 56 27.2

300-500 85 41.3

More than 500 65 31.6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bad 3 1.5

Bad 36 17.5

Normal 92 44.7

Good 65 31.6

Very good 10 4.9

General disease

No got 164 79.6

Diabetes 5 2.4

High blood pressure 20 9.7

Cardiovascular disease 4 1.9

Kidney disease 1 0.5

The others 12 5.8

Oral health

Oral health condition

Very bad 5 2.4

Bad 55 26.7

Normal 101 49.0

Good 39 18.9

Very good 6 2.9

Observable symptoms

Ache or pain 43 20.9

Mouth dryness 22 10.7

Bad breath 20 9.7

No got 108 52.4

The others 13 6.3

Values are presented as a number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3. Statistical analysis

The data in this study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0.0 

(IBM SPSS Statistics 20.0, IBM, Inc., Chicago, IL, USA) 

statistics program for analysi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Knowledge of sugar intake, 

awareness of sugar tax introduction and behavior of sugar intake, 

oral health knowledge were used by cross analysis. Knowledge 

of oral health behaviors and sugar tax was analyzed using 

One-Way ANOVA Analysis. A significance level of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tested below 0.05.

Ⅲ. Result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 age of 

the 20’s was the highest with 44.7%, the 30’s to 40’s was 

32.5%, and the over 50’s was 22.8%. 28.6% of high school 

graduates and 70.9% of those who graduated from university 

or graduate school. In the monthly income, the less than 3 

million won was 27.2%, between 3 million and 5 million won 

was 41.3%, and the person with more than 500 won was 31.6%. 

In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bad' was 1.5%, 'bad' was 17.5%, 

'moderate' was 44.7%, 'good' was 31.6% and 'very good' was 

4.9%. In subjective oral health, 2.4% were very bad, 26.7% 

were bad, 49% were normal, 18.9% were healthy, and 2.9% 

were very healthy <Table 1>.

2. Awareness of Introduction of Sugar Tax according 

to the Age and Educational Level of the Study 

Subjects

Table 2 shows the perceptions of the introduction of sugar 

tax and the knowledge of sugar according to the age and 

education level of the study subjects. All items of perception 

of the introduction of sugar tax used the Likert 5-point scale. 

5 out of 5, the closer to 5, the higher the knowledge, the 

closer to 1, the lower the knowledge.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y know sugar taxes averaged 2.24, regardless of 

age and education, and found that the most subjects did not 

know about sugar tax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y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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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Age

p-value
Education level

p-value
20's 30-40's 50's≤ ≤High school University≤

Do you know about sugar tax? 2.26±1.10 2.01±1.05 2.43±1.22 0.133 2.38±1.18 2.15±1.09 0.168

Did you get sugar tax education or information? 1.66±0.71 1.71±0.73 1.86±0.85 0.417 1.77±0.69 1.70±0.78 0.526

Do you know any other country sugar tax? 1.64±0.79 1.71±0.86 1.86±0.83 0.313 1.88±0.85 1.65±0.81 0.071

Does sugar tax have reduced social cost effect? 2.51±0.96 2.62±1.09 2.69±1.15 0.589 2.72±0.99 2.53±1.07 0.231

Does sugar tax have health promotion effect? 2.61±1.08 2.64±1.12 2.97±1.22 0.183 2.94±1.13 2.60±1.12 0.052

Values are presented as a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he total score is ‘5’.

<Table 2> Awareness of Introduction of Sugar Tax according to the Age and Educational Level of the Study Subjects

been informed about education or information on sugar taxes 

also showed an average of 1.74 regardless of their age and 

educational background, and most of the study subjects had 

no education or information on sugar tax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introduction of sugar taxes would reduce social 

costs averaged 2.61, regardless of age and educational background, 

and most respondents said that the reduction in social costs 

from the introduction of sugar taxes would be ineffective. The 

question of whether the introduction of sugar taxes will improve 

health has averaged 2.75, regardless of age and education. 

Most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introduction of sugar 

tax would not improve health.

3. Awareness of Sugar Tax and Its Behavior of Sugar 

Consumption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sugar tax and the behavior 

of sugar intake according to the age and education level of 

the study subjects, the results are shown in Table 3. In the 

question about whether they support the sugar tax, according 

to their age, 20s and 30s to 40s were 65.2% and 56.7%, 

respectively. Depending on their educational background, ‘no’ 

was high. In the question about the reason for opposing the 

sugar tax, the 20s were the highest due to ‘the burden of the 

cost’, ‘they are not familiar with the sugar tax’ at 17.4%, and 

the 30s to 40s were ‘because it would not help to improve 

health’. The highest score was 22.4%, and this item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ge (p=0.031). For those 

in their 50s and above, ‘because of the high cost’ was the highest 

at 24.4%, and depending on their educational background, 

‘because of the high cost’ was high. If sugar taxes were introduced, 

the question of how many percent would be appropriate was 

the highest in both ages and educational backgrounds. According 

to the question about whether there is a plan to reduce sugar 

intake when introducing the sugar tax, according to age, 20s 

and 30-40s were 37%, and 27.3%, respectively, and over 50s, 

45.7% were high.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background, 

the average was 37.3%, and 35.9%.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is question according to age and educational 

background (p>0.05) <Table 3>.

4. Knowledge of Sugar Import and Knowledge of 

Sugar and Association of Oral Health Awareness, 

Knowledge, and Behavio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the introduction of sugar tax and knowledge 

about sugar and oral health awareness, knowledge and behavior 

<Table 4>. Those with high oral health knowledge had a higher 

average knowledge than those with low oral health knowledge 

with 3.55 knowledge of sugar and 11.64 perception of introducing 

sugar tax. Those with good oral health behavior had a higher 

average than those with poor oral health behavior with 3.47 

knowledge of sugar and 12.03 perception of introducing sugar 

tax.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ubjects' 

perception of the introduction of sugar tax and the average 

knowledge of sugar and oral health awareness (p = 0.778, 

p = 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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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Age

P-value
Education level

P-value
20's 30-40's 50's≤ ≤High school University≤

Do you agree to the Sugar tax?

Yes 32 34.80 29 43.30 25 55.60 0.067 26 44.10 60 41.40 0.724

No 60 65.20 38 56.70 20 44.40 33 55.90 85 58.60

What is the reason for opposing sugar?

Cost burden 16 17.40 10 14.90 11 24.40 0.426 12 20.30 25 17.20 0.603

Not help health promotion 13 14.10 15 22.40 2 4.40 0.031 11 18.60 19 13.10 0.311

Do not know sugar tax 16 17.40 8 11.90 3 6.70 0.205 5 8.50 22 15.20 0.201

Do not need sugar tax 14 15.20 9 13.40 5 11.10 0.804 6 10.20 22 15.20 0.346

Other reasons 5 5.40 2 3.00 0 0.00 0.252 2 3.40 5 3.40 0.983

If you charge a sugar tax, what percentage is appropriate?

Not at all 46 50.00 32 48.50 20 44.40

0.658

28 47.50 70 48.60

0.421

Less than 5% 32 34.80 23 34.80 12 26.70 22 37.30 45 31.20

Less than 5 - 10% 8 8.70 7 10.60 10 22.20 6 10.20 19 13.20

Less than 10 - 15% 3 3.30 2 3.00 1 2.20 0 0.00 6 4.20

15% or more 3 3.30 2 3.00 2 4.40 3 5.10 4 2.80

What is the main disease caused by sugar intake?

Cavity 25 27.20 27 40.30 17 37.80

0.05

23 39.00 46 31.70

0.73

Obesity 22 23.90 23 34.30 10 22.20 15 25.40 40 27.60

Diabetes 41 44.60 15 22.40 13 28.90 17 28.80 52 35.90

High blood pressure 2 2.20 1 1.50 1 2.20 1 1.70 3 2.10

Cardiovascular disease 2 2.20 1 1.50 4 8.90 3 5.10 4 2.80

How many snacks do you take a week?

0 to 1 times 15 16.30 11 16.40 17 37.00

0.038

16 27.10 27 18.60

0.161
2 to 3 times 39 42.40 31 46.30 14 30.40 21 35.60 63 43.40

4 to 5 times 14 15.20 17 25.40 8 17.40 15 25.40 23 15.90

more than 5 times 23 25.00 8 11.90 7 15.20 7 11.90 31 21.40

What type of food do you eat that contains sugar?

Snacks 21 22.80 26 38.80 11 23.90 0.066 15 25.40 42 29.00 0.609

Candy and jelly 14 15.20 4 6.00 5 10.90 0.147 7 11.90 16 11.00 0.285

Chocolate 15 16.30 9 13.40 4 8.70 0.47 4 6.80 24 16.60 0.066

Bread and cakes 10 10.90 22 32.80 14 30.40 0.004 23 39.00 23 15.90 0.001

Beverage 32 34.80 10 14.90 16 34.80 0.012 13 22.00 45 31.00 0.196

Ice cream 9 9.80 1 1.50 2 4.30 0.079 1 1.70 11 7.60 0.105

The other 0 0.00 1 1.50 0 0.00 0.355 0 0.00 1 0.70 0.523

Why do you eat foods that contain sugar?

Hungry 8 8.80 5 7.50 3 6.50 0.888 3 (5.10) 13 9.00 0.344

Delicious 53 58.20 43 64.20 19 41.30 0.109 33 (55.90) 82 56.90 0.805

Sugar was the essential nutrient 0 0.00 2 3.00 1 2.20 0.276 3 (5.10) 0 0.00 0.006

Stress relief 17 18.70 7 10.40 7 15.20 0.241 8 (13.60) 22 15.30 0.77

Habit 7 7.70 8 11.90 15 32.60 0.001 12 (20.30) 18 12.50 0.301

The other 7 7.70 1 1.50 1 2.20 0.121 2 (3.40) 7 4.90 0.644

Do you have any plans to reduce your sugar intake if the sugar tax is introduced?

Not quite 15 (16.30) 8 (11.90) 2 (4.30) 6 (10.20) 19 13.10

No 24 (26.10) 17 (25.40) 7 (15.20) 0.071 9 (15.30) 39 26.90 0.231

Be average 34 (37.00) 25 (37.30) 15 (32.60) 22 (37.30) 52 35.90

Right 17 (18.50) 16 (23.90) 21 (45.70) 20 (33.90) 33 22.80

Be quite so 2 (2.20) 1 (1.50) 1 (2.20) 2 (3.40) 2 1.40

Values are presented as a number (%).

The data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Table 3> Awareness of Sugar Tax and Its Behavior of Sugar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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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eness of oral health Knowledge of oral health Behavior of oral health

Low High Low High Low High

Knowledge of sugar 3.02±1.42 3.22±1.48 2.84±1.50 3.55±1.32 2.88±1.51 3.47±1.34

p-value 0.474 0.010 0.026

Awareness of sugar tax 10.85±3.14 11.00±3.59 10.40±3.40 11.64±3.41 9.98±3.12 12.03±3.50

p-value 0.778 0.010 <0.001

Values as presented as a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otal score of knowledge of sugar: 5.

Total scare of awareness of sugar tax: 25.

<Table 4> Knowledge of Sugar Import and Knowledge of Sugar and Association of Oral Health Awareness, Knowledge, and Behavior

Ⅳ. Discussion

Sugar intake continues to increase worldwide, causing a 

number of health problems. Excessive sugar intake can lead 

to nutritional imbalances and can lead to cardiovascular disease, 

cancer, diabetes, obesity[6], and negatively affect oral health[7]. 

In recent years, the introduction of sugar tax has been introduced 

worldwide to reduce such chronic diseases[9][11], but in Korea, 

only voice urgently recommends the introduction of sugar tax.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people's perception of sugar tax and its association with 

oral health awareness in order to introduce a sugar tax on 

sugar-containing products to reduce sugar consumption.

When asked if they knew about sugar taxes or if they had 

ever received education or information on sugar taxes, most 

of the study subjects, regardless of age or academic background, 

responded that they did not. Lee et al.[20] study, which mainly 

found information on reduction of sugar intake through 

‘internet’ and ‘TV’, is thought to require press releases and 

active promotion of sugar taxes to promote the publics.

The cost of disease, treatment, and prevention due to excessive 

consumption of sugar is staggering around the world[21]. When 

asked if the introduction of a sugar tax would likely reduce 

social costs, most of the subjects responded that there would 

be no social cost reduction. Also, when asked if it would be 

effective in improving health, most of them answered that the 

introduction of a sugar tax would not have an effect on their 

health. However, looking at current trends in countries that 

have introduced sugar tax, it is expected to bring positive results 

in many ways. According to the nation's latest statistics, a 

whopping 25.9 kg of sugar is reported, compared to an average 

of 81.3 kg of rice per person per year. Foods, snacks, and 

beverages containing sugar are readily available on the market, 

and the amount of sugar consumed is on the rise. On the other 

hand, when asked whether they planned to reduce sugar intake 

in the introduction of the sugar tax, 45.7 percent of those in 

their 50s and 40s answered "yes," while 37 percent and 23.7 

percent of those in their 20s and 40s answered "normal." It 

was similar to Kim et al.'s study[17] that people in their 50s 

and 60s had a more active attitude than those in their 20s 

and 40s to try to reduce sugars when eating out.

In the question of whether to approve the sugar tax, those 

in their 20s and 30s to 40s had 65.2 % and 56.7%, while 

those in their 50s or older had 55.6 %. Kim et al.[21] can 

confirm the positive facts about sugar tax introduction and 

reduction in sugars in people in their 50s and older, as in 

the study, in which people in their 50s and 60s preferred the 

direction of reducing sugar for sugars. In the question of the 

reasons for opposing the sugar tax, the highest ratio was 17.4 

percent for those in their 20s and 40s, and 22.4 percent for 

those in their 30s and 40s because they thought they would 

not be able to help improve their health,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ir age. In a study on tobacco taxes 

conducted by Lee et al. [22], 46.2 percent of university students 

said they were willing to quit smoking if prices went up. As 

such, people in their 20s have a negative reaction to cigarette 

taxes and sugar taxes due to their high cost. If a sugar tax 

is introduced, all of the questions about how much is appropriate 

were 'not willing to pay at all'. Comparing to the study by 

Lee et al. [22][23][24], if cigarette prices are raised to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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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 it can be confirmed that unlike the study, which found 

that all smokers are willing to quit smoking, they are very 

negative about raising sugar prices.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in the perception of introducing sugar 

tax and knowledge of sugar tax, found that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of the study subjects were correlated. 

People with high oral health knowledge or behavior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ly higher knowledge of sugar and awareness 

of the introduction of sugar taxes compared to people with 

low oral health knowledge or behavior. On average,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oral health as well as general health 

are highly likely to have some knowledge or awareness of 

sugar consumption, which can affect body and oral health. 

In other words, the more people are interested in oral health, 

the more interested they are in sugar taxes.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it as a result that represents the whole adult in Korea, since 

the survey area is limited to Seoul, Gyeonggi, and Chungnam. 

Dividing the study subjects into various age groups, it was 

difficult to conduct the survey, and the researcher could not 

proceed with the question by explaining the gender ratio by 

dividing male and female genders. In the future, researchers 

should explain the survey so that they can get a qualitatively 

high response. Despite these limitations, it is thought that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have found a significant link between knowledge of sugar and 

awareness of sugar tax introduction, and has identified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sugar tax by age and academic background.

In conclusion, we should raise the public's awareness of 

the sugar tax. Campaigns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sugar 

taxes and educate people to drink water instead of sugary drinks 

should be actively carried out by inserting and selling statements 

warning of the dangers of sugar-containing diseases in products 

with high sugar content. Also, since there are currently no 

national measures in place regarding sugar taxes at home, efforts 

will be needed to regulate market activities in the food industry 

and to regulate the price of sugar-rich products nationwide 

to reduce people's sugar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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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In the last decade, the population of dental hygienist sharply increased since citizens want to receive more professional and quality 

oral health care. Although research for occupational health of dental hygienists is being conducted in various fields, there is a need for preventive 

research on traditional disease based on quantitative measurements. In this study, we proposed that 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based 

motion analysis system that can measure motion information to estimate the wrist and hand posture for dental hygienist.

Methods: In order to measure the wrist and hand motion information, the IMU sensor was employed, and designed home-made software 

to analyze the motion signals during mimicking scaling operations. Especially, The impact of wrist was compared between two groups.

Results: According to the estimated results, the calculated impact of wrist demonstrated significantly difference by employing suggested technique. 

From the results, the suggested IMU sensor based motion analysis technique showed possibility of quantitative measure to estimate an evidence 

for understanding how to predict carpal tunnel syndrome with a unsuitable posture during scaling operations.

Conclusions: IMU sensor based motion analysis system has high potential to be utilized for dental hygienist field. we believed that the proposed 

method will be useful quantitative tool to estimate good and bad posture during scal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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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전문적인 구강보건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1]. 특히 구강보건진료는 다양한 구강보건 전문 인력의 협동과 

협조 하에 생산되는 노동집약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구강

보건진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인력 관리

가 중요하다[2]. 구강보건인력은 구강보건진료서비스의 생산요

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치과 병⋅의원에서의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는 구강진료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과 의료의 생산성 

향상에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3]. 최근 통계 조사에 

의하면[4], 치과의료기관 수의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Table 1>. 치과위생사는 치과병⋅

의원의 구강보건전문인력 중 약 60%를 차지하고 활동하고 있다

[5]. 이러한 수요로 인하여, 최근 매년 약 5000여명 내외의 치과위

생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젊은 인력은 많은 업무와 무리한 

활동이 요구되어질 수 있다[6].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치과진료 인력은 구강이라는 매우 한정적

인 공간에서 세밀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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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Dental hospital Dental clinic polyclinic Number of all medical institutions

2010 191 14,681 274 81,681

2011 199 15,058 275 82,948

2012 201 15,365 278 83,811

2013 203 15,727 281 84,971

2014 205 16,172 287 86,629

2015 213 16,609 294 88,163

2016 223 17,023 298 89,919

<Table 1> Current Status of Medical Institutions by Year [4]

<Figure 1> Flow Chart of IMU based Research for Dental Hygienist

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7]. 따라서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 종사자의 64 ~ 93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9]. 이와 같은 직업성 

질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생산성의 감소 뿐만 아니라 

직업의 조기은퇴로 이어지게 되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

이 연구되고 시도되고 있다[10-12].

현재까지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과 관련 요인에 관한 설문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13-15], 권장되지 않는 위치와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신체 부위에 어떠한 무리가 가해지

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일부 연구에서는 

통증 유무에 따른 스켈링 시의 근활성도를 비교하거나, 작업 

자세에 따른 근활성도를 비교 분석하였고[16], 손 고정의 위치에 

따른 근활성도를 측정하거나[17], 시계위치가 골반의 각도와 허

리근육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한 연구도 시행되었다[18]. 

그러나 치과위생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동작분석기반 

진료자세 개선 방안 제시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성측정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를 기반으로 치과위생사의 정량적 동작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비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손과 손목에서 

발생하는 동작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과 비전문가 그룹

사이에 존재하는 치료행위의 특징 차이를 분석하여, IMU 기반 

동작 분석연구가 치과위생사의 자세, 치료 행동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Figure 1>은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정량적인 동작 분석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활용 방안에 대한 개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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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periment set-up: two IMUs are utilized for motion 

signal measuremen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예비연구에서는 총 49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으며 피험자

들은 연구자가 본 연구의 기획 의도 및 목적을 설명한 후, 자발적

으로 연구에 참여한 치위생학과 3학년 22명, 4학년 27명과 교수

자 3인으로 구성되었다. 두개의 IMU(3-Space TM Wireless 

2.4GHz DSS, YostLabs, USA)센서를 사용하여 실험 참여자의 

오른쪽 손등과 아래팔에 착용을 하고 상악 우측 구치부 협면 

근, 원심면을 sickle scaler을 이용하여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작업을 실행하는 동안에 IMU 센서로부터 동작을 측정하였다.

2. 연구방법

IMU를 기반으로 하는 동작 분석을 위해, <Figure 2>와 같이 

두 개의 IMU 센서를 부착하였으며, 각각의 센서는 손등과 아래

팔에 부착되어 손목과 손의 운동정보를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두 개의 IMU 센서는 각각 가속도계(Accelerometer), 자이로센서

(Gyroscope), 지자계(Magnetometer)로 구성되어서 9축(9-axes)

정보를 제공한다. 측정된 9축 정보는 동작을 분석하기 위한 쿼터

니언(Quaternion) 좌표계의 4축 정보로 자동 변환되어 수치적 

정보로 측정되었다.

본 실험을 위해서 IMU 센서들로부터 동작 정보를 전달받아서 

저장하는 Home-made Software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소프트웨어는 Python (Anconda3, USA)를 이용하여 만들

었고, 소프트웨어는 IMU에서 측정된 쿼터니언 값을 받아와 그래

프화 시켜 데이터의 측정을 볼 수 있게 하였다

3. 동작 분석

근골격계 질환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질환의 발생 과정은 손과 

손목사이의 미세하고 다양한 관절이 치과 치료과정에서 수행되

는 반복되는 동작으로부터 발생하는 충격(impluse)에 의한 것이

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러한 동작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측정된 두 센서의 쿼터니언 수치를 기반으로 선-충격량

(linear impluse)과 각-충격량(Anglar impluse)을 이용하였다. 

선-충격량은 시간에 따라 변화가 발생하는 운동량의 단위 시간당 

변화량을 이야기 한다. 그 수식은 아래와 같다.

∆ (1)

××∆ (2)

여기서  는 선-충격량을 나타내며, 은 질량, 그리고 는 

가속도, ∆는 지속시간을 나타낸다(1). 본 연구에서 은 일정하

다는 가정으로 선충격량을 계산하였으며, ∆와 의 값을 활용하

여 계산하였다. 는 가속도 센서의 수치를 적용하였다(2).

각-충력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관성모멘트(moment of inertia)

를 계산하고, 각운동량(angular momentum)을 이용하여 각-충격

량을 계산할 수 있다. 관성모멘트는 불체가 회전할 경우에 불체가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운동량을 의미한다.

    


∆

∆
(3)

∆  ∆ where ( ∆) (4)

여기서 는 토크(torque), 는 관성모멘트, 는 각 가속도를 

나타낸다. 식(3)에서는 토크는 관성 모멘트와 각가속도의 곱으로 

표현되고 이는 각 가속도를 각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

로 나눈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식(3)의 양변에 시간변화량을 

곱하여 식(4)를 유도하면, 좌측단은 시간변화량에 토크가 곱해진 

각-충격량이 된다. 여기서 각속도의 변화량은 식(5)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5)

   (6)

∆  (7)

식(6)은 각운동량을 나타낸 것은 은 각운동량을 나타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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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linear impluse Angular Impluse

Mean±SD Mean±SD

3 third-year 1.0855±1.4241 0.0057±0.0074

4 fourth-year 0.7313±0.4685 0.0058±0.0025

Professors 0.1330±0.3689 0.0007±0.0018

By Descriptive Statistics

<Table 2> Results of Linear & Angular impulse

<Figure 4> Graphic results that describe a procedure of the angular

impulse calculation

<Figure 3> Graphic results that describe a procedure of the linear

impulse calculation

와 는 시점을 나타낸다. 즉 식(5)에 식(6)을 대입하면, 식(7)이 

유도되어진다. 여기서 관성모멘터는 식(8)에 의해 계산되어질 

수 있다.

× (8)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선운동에서 질량은 각운동량에서 관성모

멘트에 대응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 수치와 의 수치는 

일정하다는 가정으로 계산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선에 

대한 운동량과 충격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속도 센서를 활용하

였으며, 각-운동량과 충격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쿼터니안 값을 

이용하였다. 가속도 센서의 경우 쿼터니안에 비해 자체 노이즈 

레벨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으며, 운동의 경우 그 신호가 연속성을 

가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window size가 10인 이동 

평균 필터를 적용하였다. 이동평균필터의 경우 신호를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노이즈 감소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IMU를 이용하여 치위생학과 학생 및 교수자를 

대상으로 실제 상악 우측 구치부 협면 근, 원심면을 sickle scaler

을 이용하여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오른쪽 손등 및 아래팔에 부착된 센서의 신호를 측정하였다. 

피험자의 각 동작의 동작 정보를 분석한 결과는 <Figure 3>과 

<Figure 4>에 각각 나타냈으며, <Table 2>에 두 그룹 사이에 

측정된 정보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록하였다.

<Figure 3>의 첫 번째 행은 측정된 가속도 센서의 원-신호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신호에서 보면, 200번째 샘플에서 260번

째 샘플 사이에 서로 다른 3개의 축 사이에 가속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충격량의 경우 측정되는 

센서의 가속도 센서로부터 그 값의 계산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두 번째 행은 3개의 가속도 센서 축의 이동평균필터를 적용한 

결과로 첫 번째 신호대비 훨씬 부드러운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행은 선 운동량을 계산한 그래프이며, 이 선 운동량의 

변화량이 4번째 행의 선-충격량에 해당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다섯 번째 행에서 선-충격량을 각 시점마다 나타낸 것으로, 상악 

우측 구치부 협면 근, 원심면을 sickle scaler을 이용하여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충격량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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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준다.

<Figure 4>의 첫 번째 행은 측정된 쿼터니안 값의 원-신호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Figure 3>의 가속도 센서의 원신호보다 

쿼터니언 값의 원신호가 훨씬 부드럽게 표현된 것은 쿼터니언 

값 자체가 IMU의 9축 신호를 조합한 각도의 변화를 4축으로 

계산한 값이기 때문이다. 이 또한 이동평균 필터를 적용하여 두 

번째 행의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 각-충격량의 경우 측정되는 

센서의 각운동량의 변화량을 나타낸 것으로, 우선적으로 세 번째 

행의 토크값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행은 각-운동량을 

나타낸 것이고 이것의 변화량인 각-충격량을 각 시점에 따라 계산

한 그래프를 다섯 번째 행에 도시하였다. 마지막 행은 각 충격량의 

절대값을 나타낸 것으로 <Table 2>에서 나타낸 수치는 각-충격량

이 200 ~260 [sample]에서의 총합을 구한 것이다.

본 예비연구의 결과는 200~260시점 사이에 발생한 운동량과 

충격량을 직선 및 각도에 대해서 계산하였으며, 이 구간에서 

정보만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아래와 같이 <Table 2>의 

결과를 확인해 보면, 3학년 및 4학년 그리고 교수자의 평균적인 

운동량과 충격량은 전문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게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 토의

본 연구에서는 휴대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정밀도를 가지는 첨단 항공분야에 널리 활용되던 IMU를 기반으

로 상악 우측 구치부 협면 근, 원심면을 sickle scaler을 이용하여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치료과정에서

의 손목 주변 동작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손목에서 발생하는 

부하의 패턴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는 관성측정장치를 활용할 

경우 관절에서 발생하는 선-충격량, 각-충격량 및 토크(torque)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물리적 특징 요소들은 관절에 부하

(load)를 가하게 평가하는데 주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반복되는 부하(load)가 관절에 오랜기간 지속된다면, 근

골격계 질환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을 가설로 삼았다. 이는 직업상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자세가 야기할 수 있는 직업병을 이해하는 

기초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Table 2>에서는 선-충격량과 각충격량에 대한 각각의 그룹

에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물론, 여기서 질량()과 

반지름()은 일정하다는 가정으로 결과를 계산하였으며, 이는 

경우에 따라서 상당한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이러한 오차는 이번 예비연구에서 결과에 반영되어 <Table 

2>과 같이 3학년과 4학년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를 찾기 어려운 

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하였거나, 혹은 실제로 3학년과 4학년 

사이에 스케일링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을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다만, 3/4학년과 교수자 간의 결과에서 

본다면, 선-충격량과 각충격량에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생의 경우 긴장감과 불필요한 힘이 추가

되어 특정 행동 패턴에서 그 충격량이 높게 측정되었다고 판단되

며, 교수자의 경우 힘의 분배가 가장 조화롭게 이루어 졌을 것이

라 추측할 수 있다. 학새들의 자연스러운 치료행위 모사를 위해서 

본 실험에서 따로이 학생들에게 힘의 조절에 대한 요구는 없었지

만, 만약 인위적인 지시가 있다면, 실험에서는 힘에 관련된 특징

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닌, 다특 물리적인 특징을 채용하여 

연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예비 연구에서는 IMU를 기반으로 치과위생사의 정량적 

수치기반 동작분석 연구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IMU장비는 <Figure 3>과 <Figure 4>와 같이 우수

한 동작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물론 <Table 

2>과 같이 현재까지는 미세한 동작의 차이를 인식하지는 못하였

으나, 교수자와 학생간의 동작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작시점인 IMU 기반 치과위생사의 

동작분석 연구 분야의 큰 잠재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본 

예비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한 치과위생사의 치료 행위 

중 동작을 연구할 수 있게 된다면, 손가락, 손목, 그리고 허리 

등의 근골계의 질환의 원인을 파악을 위한 정량적 증거를 제공하

고, 또한 자세를 교정을 위한 정보와 실제 그러한 활동을 통한 

질병과의 관련성 등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치과위생사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

었는지 판정하기 위하여 1년에 1회의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치른다. 즉, 치과위생사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한 지식과 기능 

여부를 판정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출제되고 

있는 국가실기시험의 문항의 채점기준표는 치석탐지와 치석제

거로 나뉘며, 기본평가는 술자의 위치, 기구선택, 시술부위 선택

이고, 기구조작능력평가는 기구잡는 법, 손고정, 적합, 삽입, 동장

의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처럼, 실기시험 평가항목은 

항목자체로는 매우 절절하게 시행되며,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정성적평가 뿐만아니라 보조적

으로 정량적 평가 요소도 함께 반영된다면 신뢰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를 기반으로 추후 국가

실기시험의 결과를 예측하고 불합격이 예상되는 학생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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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인 지도 및 국가실기시험의 방향과 내용을 개선하는 객관

적인 자료들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향후, 후속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몇가지 추정에 의한 수치값을 실측에 가까운 값으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피험자 각자의 손목 무게는 다르며, 

또한 아래팔의 길이 또한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토크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큰 수치적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개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한 다양한 통계적 인체 계측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미세한 동작의 차이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치아 관리 및 치료 활동을 수행하

는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모션에 대한 분석 작업을 IMU를 기반으

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예비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예비적 연구에서는 IMU 기반 정량적 모션 측정 결과는 치아의 

치료 활동과 같이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으며, 향후 이와 

비슷한 치아의 치료를 위한 행위, 또는 치료 행위 중에 유지되는 

다양한 신체의 모션을 분석하여 치과위생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측 및 예방을 위한 주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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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학년기는 유치가 빠지고 평생 사용하는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

로써 예방과 각별한 구강건강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유년기부터 

형성된 구강건강 습관은 평생 지속되기 때문에 구강건강 행동이 

형성되는 학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1]. 더구

나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학령기 

아동의 60 ~ 90%는 충치가 있고, 구강질환의 위험요인으로는 

불량한 식습관과 구강위생환경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구강질환

의 예방을 위해서는 당류음식의 섭취를 감소시키고 적절한 구강

위생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

사에 따르면 만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

가 2000년 3.30개, 2003년 3.25개, 2006년 2.17개, 2010년 2.08

개, 2012년 1.84개, 2015년 1.90개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긴 하나, OECD 선진국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 

평균은 1.0개 미만이므로 우리나라의 1.90개는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2]. 따라서 예방중심의 구강보건교육사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구강보건사업에서는 구강보

건교육, 집단칫솔질, 불소용액양치, 계속구강건강관리 등 학생들

의 구강질환 조기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들이 행해지

고 있다. 학령기의 구강건강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구강보건

사업 중 구강보건교육은 바람직한 구강건강 행동습관을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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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강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다[3][4]. 학년기

에는 영구치열이 형성되기 시작하므로 올바르고 지속적인 구강

건강관리는 성년기와 노년기의 구강건강을 결정하게 되며, 이 

시기는 자신의 구강상태를 본인 스스로 책임지기 시작해야 하므

로 교육 지원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5]. 학령기에 형성된 구강보

건행동습관은 일생의 기초 및 구강건강관리의 기초로써 중요성

을 가진다[6]. 교육의 장소는 아동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며, 한번 이상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구강건강관리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7][8]. 

칫솔질 교육은 통상적인 지식 교육과는 달리 습관화되기까지 

반복된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며 숙지까지는 실천을 위한 계속적

인 제공이 필요한 교육이다[9]. 따라서 자기 주도적 행동이 시작

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서 올바른 구강건강신념과 행동을 

유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적극적, 지속적, 체계적인 

학교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강화가 무엇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10]. 또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 구강건강상태

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올바른 간식 선택을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11]. 선행 연구에서 초등학교 아동

의 섭취빈도 조사에서 간식의 종류와 섭취빈도가 충치 발생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12]. 치아우식증이 있는 어린

이가 우식성 식품을 간식으로 선택하여 섭취하는 비율이 높고

[13], 다수의 우식경험을 가진 어린이들은 1일 평균 우식성 식품 

섭취 빈도와 유지도 및 우식유발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14].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고학년(4,5,6

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및 칫솔질 교육을 

실시하고, 구강보건행태변화를 교육 전과 후로 비교 분석하여 

구강보건교육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구강

보건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총 7개 초등학교 4, 

5,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총 1187명이 응답하였다. 적절한 표본수

를 산출하기 위하여 G*power 3.1.9.4 version 프로그램에서 신뢰

수준 95%, 효과 크기는 0.05로 설정하고 표본 크기를 계산하여 

총 176명이면 가능한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의 필요

성,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여 자기기입식

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00 대학

교 생명윤리위원회 (IRB승인번호:DIRB-201806-HR-E-33)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고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서 설문조사 

전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부,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조사에 사용된 도구는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

자가 보완⋅수정하여 작성한 설문지를 학생이 직접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구강보건지식에 관한 총 8문항을 조사하였으

며 구강보건행동에서는 이닦기 빈도, 이닦기 시기, 이닦기 시간, 

칫솔질 사용법 총 4문항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test를 실시하였으며 구강

보건지식은 0.601, 구강보건행동이 0.672로 본 연구의 측정도구

는 신뢰할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6개 초등학교 중 2개교

를 제외하고 4개교의 4,5,6학년 중 무작위로 1개반을 선정하여 

치면세균막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총 6개반으로 1학기와 2학기에 

동일한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제외 학생은 

아침식사 후 이를 닦지 않았거나 교정 장치물이 있는 경우였다. 

유치 및 영구치열 전체에 착색제(disclosing solution)를 도포하

여 치면세균막을 측정하였으며 치면세균막 지수(Quigley-Hein 

Index, QHI)가 높을수록 구강환경이 불량한 것을 의미[23]한다. 

본 연구는 구강보건교육 및 칫솔질 교습을 수행할 치과위생사 

7인은 교육내용 및 전달방법에 대한 교육훈련과 검증을 통해 

일치도를 높였으며 수행 보조 인력인 D대학교 치위생학과에 

재학생 4인은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후 평가하여 오차를 최소화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분석을 위해 SPSS(ver. 23.0 for windows, 

Chicago, IL. USA)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이하에서 유의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행위 및 구강건강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교육 전과 후의 칫솔

질 행동에 따른 치면세균막 지수(QHI)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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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Before After Rate of change

Satisfaction in oral health education

Satisfied 782(65.9) 801(67.5) 1.6

Normal 351(29.6) 332(28.0) -1.6

Unsatisfied  54( 4.5)  54( 4.5) 0

Degree of oral health care help

Helpful 889(74.9) 907(76.4) 1.5

Normal 261(22.0) 259(21.8) -0.2

Unhelpful 37( 3.1)  21( 1.8) -1.3

Difficulty level of oral health education

Easy 659(55.5) 710(59.8) 4.3

Normal 470(39.6) 424(35.7) -3.9

Difficult 58( 4.9)  53( 4.5) -0.4

Helps with toothbrush experience

Helpful 847(71.4) 896(75.5) 4.1

Normal 317(26.7) 273(23.0) -3.7

Unhelpful  23( 1.9)  18( 1.5) -0.4

Total 1187(100.0)

<Table 2> Changes in satisfaction level and help level after oral health education for primary school students N(%)

Classification Sex
Grade

Total
4th 5th 6th

1st semester
Male 180(29.0) 208(33.5) 233(37.5) 621(100.0)

1187

(100.0)

Female 180(31.8) 176(31.1) 210(37.1) 566(100.0)

2nd semester
Male 171(27.9) 223(36.4) 219(35.7) 613(100.0)

Female 188(32.7) 184(32.1) 202(35.2) 574(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총 1187명이 연구에 응하였으며, 성별에서 남자는 구강보건교육 

전 4학년 29.0%, 5학년 33.5%, 6학년 37.5%로 621명이 응답하

였고, 구강보건교육 후에는 4학년 27.9%, 5학년 36.4%, 6학년 

35.7%로 613명이 응답하였다. 여자는 구강보건교육 전에는 4학

년 31.8%, 5학년 31.1%, 6학년 37.1%로 566명이 응답하였고, 

구강보건교육 후에는 4학년 32.7%, 5학년 32.1%, 6학년 35.2%

로 574명이 응답하였다.

2. 초등학생의 구강보건교육 후 만족도와 도움 정도 

변화

초등학생의 구강보건교육 후 만족도와 도움 정도 변화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구강보건교육에 만족하는가에 대한 

문항에 ‘만족한다’에 응답한 대상자가 67.5%(801명)로 구강보

건교육 전 65.9%(782명)에 비해 1.6%가 증가하였다. 구강보건

교육이 구강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문항에 ‘도움이 

된다’에 응답한 대상자가 76.4%(907명)로 구강보건교육 전 

74.9%(889명)에 비해 1.5% 증가하였다. 구강보건교육의 난이도

를 묻는 문항에 ‘쉬웠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9.8%(710명)로 

구강보건교육 전 55.5%(659명)에 비해 4.3% 증가하였다. 실제 

칫솔질을 직접 닦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문항에 

‘도움이 된다’에 75.5%(896명)가 응답하여 구강보건교육 전 

71.4%(847명)에 비해 4.1% 증가하였다.

3. 초등학생의 구강보건교육 후 칫솔질 행동 변화

초등학생의 구강보건교육 후 칫솔질 행동 변화는 <Table 3>와 

같다. 1일 칫솔질 횟수에 대한 문항에 ‘3회’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6.8%(555명)이었고 교육전과 비교시 46.3%(550명)에 비해 

0.5% 증가하였다. 빈도순으로는 ‘2회’ 44.6%(530명), ‘4회 이상’ 

8.6%(102명) 순으로 나타났다. 칫솔질 방법에 대한 문항에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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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Before After Rate of change

Reduce the number of sugary foods consumed 653(55.0) 700(59.0) 4.0

Try to eat good food for teeth 648(54.6) 617(52.0) -2.6

Brushing teeth right after a snack 410(34.5) 391(32.9) -1.6

Rinse mouth right after a snack 684(57.6) 723(60.9) 3.3

Reduce snack intake after dinner 811(68.3) 826(69.6) 1.3

<Table 4> Changes in the behavior of snacking after oral health education in primary school N(%)

Classification Before After Rate of change

Number of toothbrushes

Twice 534(45.0) 530(44.6) -0.4

Three times 550(46.3) 555(46.8) 0.5

More than four times 103( 8.7) 102( 8.6) -0.1

Method of toothbrushes

Vertical 209(17.6) 217(18.3) 0.7

Horizontal 160(13.5) 99( 8.3) -5.2

Fone's 192(16.2) 171(14.4) -1.8

Rolling 415(35.0) 500(42.2) 7.2

Mix 211(17.8) 200(16.8) -0.1

Toothbrush after lunch

Yes 338(28.5) 357(30.1) 1.6

Sometimes 498(42.0) 504(42.5) 0.5

No 351(29.5) 326(27.4) -2.2

Time of toothbrushes

Less than 2 minutes 469(39.5) 450(37.9) -1.6

More than 2 minutes to less than 3 minutes 384(32.4) 410(34.5) 2.1

More than 3 minutes 334(28.1) 327(27.6) -0.5

Total 1187(100.0)

<Table 3> Changes in toothbrush behavior after oral health education for primary school students N(%)

법’을 이용하는 응답자가 42.2%(5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전

과 비교시 7.2% 증가하였다. ‘수직법’을 이용하는 응답자가 

18.3%(208명), ‘기타(여러 방법 섞어서)’에 16.8%(200명), ‘묘

원법’에 14.4%(171명), ‘횡마법’에 8.3%(99명)순으로 나타났다. 

점심식사 후 칫솔질 유무는 ‘한다’에 30.1%(357명)가 응답하여 

교육전과 비교시 1.6% 증가하였다. 칫솔질 시간에 대한 문항에 

‘~ 2분 미만’에 응답한 대상자가 37.9%(450명)로 가장 많았고, 

‘2분 이상 ~ 3분 미만’에 응답한 대상자가 34.5%(410명)로 교육 

전과 비교시 2.1% 증가하였다.

4. 초등학생의 구강보건교육 후 간식섭취관련 행동 변화

초등학생의 구강보건교육 후 간식섭취관련 행동 변화는 

<Table 4>와 같다. ‘저녁식사 후 간식섭취를 줄였거나 섭취 

후 칫솔질을 한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69.6%(82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강보건교육 전 68.3%(811명)와 비교시 1.3%가 증가하

였다. ‘단음식(과자, 초콜릿, 음료수 등) 섭취 횟수를 줄였다’에 

응답한 대상자가 59.0%(700명)으로 구강보건교육 전과 비교시 

55.0%(653명)에 비해 4.0% 증가하였다. ‘간식섭취 후 물이나 

가글 등으로 입안을 헹궈낸다’에 응답한 대상자가 60.9%(723명)

로 교육전과 비교시 3.3% 증가하였다.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한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52.0%(617명)

으로, ‘간식을 먹었을 때 칫솔질을 바로 한다’에 응답한 대상자가 

32.9%(391명)이였다.

5. 초등학생의 구강보건교육 후 치면세균막 지수 변화

초등학생의 구강보건교육 후 치면세균막 지수 변화는 <Table 

5>와 같다. 치면세균막 지수 검사는 각 학교당 학년별 최소 

1반을 선정하여 2019년 1학기, 2학기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동일 

대상자에게 유치 및 영구치열 전체에 착색제(disclosing solution)

를 도포하여 치면세균막을 착색한 후 검사를 시행하였다. 치면세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사업 효과 연구: 고학년을 중심으로

63

치면세균막 지수(QHI) Before N(%) Average of before After N(%) Average of after Rate of change

0 ~ .99 42(23.9)

1.60

 43(24.4)

1.40 -0.20
1 ~ 1.99 79(44.9) 101(57.4)

2 ~ 2.99 51(29.0)  31(17.6)

3 ~  4( 2.3)   1( 0.6)

Total 176(100.0) 176(100.0)

<Table 5> Changes in QHI after oral health education for primary school students

Classification Before After t(p)

Number of toothbrushes

Twice 1.81 1.58  -4.021(.001)*

Three times 1.52 1.59  -.168(.867)

More than four times 1.59 1.59 -1.169(.263)

Method of toothbrushes

Vertical 1.71 1.39 -.490(.627)

Horizontal 1.74 1.55  .064(.950)

Fone's 1.62 1.45 -1.778(.090)

Rolling 1.59 1.34  -2.200(.033)*

Mix 1.60 1.46 -1.713(.100)

Toothbrush after lunch

Yes 1.51 1.36  -.714(.478)

Sometimes 1.73 1.52  -2.812(.008)*

No 1.73 1.37 -1.950(.058)

Time of toothbrushes

Less than 2 minutes 1.67 1.37  -2.327(.023)*

More than 2 minutes to less than 3 minutes 1.47 1.54 -1.054(.299)

More than 3 minutes 1.78 1.35 -1.495(.143)

* p<0.05

<Table 6> Changes in QHI before and after oral health education according to the toothbrushing behavior for primary school students

균막 지수(QHI)가 높을수록 구강환경이 불량한 것을 의미한다. 

치면세균막 지수가 ‘0~0.99점’인 대상자는 구강보건교육 전에는 

23.9%(42명)이었으나 구강보건교육 후에는 24.4%(43명)로 감소

하였다. 치면세균막 지수가 ‘1~1.99점’인 대상자는 구강보건교육 

전에는 44.9%(79명)이었으나 구강보건교육 후에는 57.4%(101

명)로 증가하였다. 치면세균막 지수가 ‘2~2.99점’인 대상자는 

구강보건교육 전에는 29.0%(51명)이었으나 구강보건교육 후에

는 17.6%(31명)로 감소하였다. 치면세균막 지수가 ‘3점 이상’인 

대상자는 구강보건교육 전에는 2.3%(4명)이었으나 구강보건교

육 후에는 0.6%(1명)로 감소하였다. 2019년 1학기 구강보건교육

시 치면세균막 지수 평균값은 ‘1.6점’이었으나 2019년 2학기 

구강보건교육시 치면세균막 지수 평균값은 ‘1.4점’으로 ‘0.2점’ 

감소하였다.

6. 초등학생의 칫솔질 행동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전⋅후 

치면세균막 지수 변화

초등학생의 칫솔질 행동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전⋅후 치면세

균막 지수 변화는 <Table 6>와 같다. 1일 칫솔질 횟수가 ‘2회’인 

응답자가 구강보건교육 전 치면세균막 지수가 ‘1.81점’이었으나 

구강보건교육 후에는 ‘1.58점’으로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칫솔질 방법이 ‘회전법’인 응답자가 구강보건교육 전에는 

치면세균막 지수가 ‘1.59점’이었으나 구강보건교육 후에 ‘1.34

점’으로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점심식사 후 칫솔질 

유무에 ‘가끔한다’인 응답자가 구강보건교육 전에는 치면세균막 

지수가 ‘1.73점’이었으나 구강보건교육 후에 ‘1.52점’으로 감소

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칫솔질 시간에 ‘2분 이하’인 응답자

가 구강보건교육 전에는 ‘1.67점’이었으나 구강보건교육 후에 

‘1.37점’으로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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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에게 구강보건교육을 적용하여 구강보건

지식과 구강보건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와 동일하게 초등학생을 대상자로 구강보건교육 후 실험

군에서 구강보건지식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손[15]

의 연구결과와 손[16]의 연구결과, 윤[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손[15]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요구도를 파악 

하였는데, 구강보건교육 후 구강보건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

며, 윤[17]의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구강

보건교육 후 구강보건지식 정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처럼 구강보건교육의 효과로 인해 구강보건지식

이 증가되는 것은 이론교육의 내용이 구강보건지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학습결과로 생각된다. 김[18]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 

전, 교육 직후, 교육종료 4주 후 총 3번을 도구 측정하여 얻은 

결과 교육 직후는 교육 전과 유의한 변화가 있었으나 교육종료 

4주 후는 행동점수가 다시 교육 전과 같은 양상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건강증

진을 위한 구강보건지식의 유지 및 증대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문[19]등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구강보건교

육을 받은 후 구강보건지식 변화는 크나 반면 구강보건행동 

점수 변화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일시적인 구강보건지식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 

및 습관화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은 자녀의 구강건강상태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20],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구강보건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더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가 이루

어져 아동의 구강보건지식 및 구강보건행동의 습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초등학생에게는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비만이나 피부 같은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 추세이지만 간식의 종류나 습관은 

치아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쉽고 계획적인 영양교육과 

구강보건교육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21]. 심[22]의 연구결과 

칫솔질 교육 3일 후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는 교육 전보다 현저

하게 낮게 나타났으나, 7일 경과 후 조사에서는 다소 상승 추세로 

나타났다. 이처럼 칫솔질 빈도가 증가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을 실천하지 않으면 구강질환을 일으키는 치면세균막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며, 치면세균막을 제거하기 위한 올바른 

칫솔질은 한 번의 교육만으로 익힐 수 없다[23]. 따라서 학생이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습득할 때까지 체계이고 단계인 반복교육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23]를 바탕으로 치면에 남아 있는 

세균막을 치면착색제로 착색시켜 학생들이 직접 육안으로 관찰

하게 함으로써 시각 효과로 인한 동기유발 및 효과적으로 치면세

균막 지수를 감소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으며 올바른 칫솔질이 

형성될 수 있도록 체험 학습하게 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를 통한 

올바른 칫솔질 교육 및 지도를 병행하였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에서는 체계적인 이론 학습뿐만 아니

라 여러 교육매체(영상 및 모형 등)를 활용하여[24] 흥미와 관심

을 유발하는 것이 학생의 구강위생상태를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황[25]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구강보건

교육 내용에 대한 국내 적용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외 임상지침 및 구강보건교육 근거와 국내 현황 

사이에는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학교보건교육 과정에

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러한 프로그램

을 통해 초등학생의 구강위생상태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해서는 

구강보건교육을 타 교과와 연계하며, 특별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

여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6].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일부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단기적

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결과이기에 구강보건교육효과를 명확

하게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강보건교

육이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었을 때 구강보건행태변화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향후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올바른 습관 형성을 위해 구강보건교육사업 활성화

와 다양한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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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oral health status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in elderly people liv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on 81 elderly people who were capable of communicating and were residing in a long-term care facility 

in Cheonan City.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and HRQoL 

was analyzed.

Results: The odds ratio (OR) of having a mobility problem was 4.19 for respondents with a chewing problem and 4.20 for respondents with 

a pronunciation problem. The OR of having a ‘usual activity’ problem was 5.93 for respondents with a chewing problem and 7.56 for respondents 

with a pronunciation problem. The OR of having pain/discomfort was 4.32 for respondents with toothache, 5.41 for respondents with a chewing 

problem, and 6.94 for respondents with a pronunciation problem. The OR of having anxiety/depression was 3.77 for respondents with poorly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3.61 for respondents with toothache, 9.20 for respondents with a chewing problem, 6.61 for respondents with 

a pronunciation problem.

Conclusions: Among the elderly liv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EQ-5D components representing HRQoL were associated with oral 

health status. Medical institution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oral health of elderly people living in elderly care facilities. A national 

system should also be developed to improve the or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Further longitudinal study is needed to determine 

the detailed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oral health status and HRQ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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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The development of modern medical technology and socio- 

economic development have extended the average life expectancy 

of humans. As a result, the aging of the population is increasing 

worldwide.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among 

the total population is gradually increasing due to an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nd a rapid decrease in the birth rate[1]. 

However, one of the biggest unexpected problems of this life 

extension is the increase in the non-health life span that cannot 

lead to a healthy life[2]. According to the data releas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10, Korea has entered an 

aging society in 2000, when the ratio of those aged 65 or 

over was 7.2%. In 2018, this ratio will reach 14.3%, and it 

will reach 'aged society'. In 2026, it will reach 20.8% and 

reach 'super aged society'[3]. Therefore, the change in medical 

demand, the increase of the national burden of medical expenses, 

and the burden of social support are expected to increase due 

to the aging of the populatio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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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81 nursing homes in 2006 increased to 89,919 in 2016, 

and the long-term care facility (LTC facilities) have recently 

been established at a very rapid pace nationwide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Long - Term Care Act of the Elderly 

in 2008[5,6]. However, the numerical increase of these hospitals 

cannot be interpreted as the improvement of the elderly's gener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Most elderly people who use LTC 

facilities have limitations in performing oral care on their own 

because they are elderly people with limited mobility[7,8]. 

Moreover, LTC facilities do not provide systematic dental 

health services, and the placement of dental health workers 

for them is not well done[9]. In Park's research, the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oral care, oral care awareness 

and educational needs provided by the nursing staff for the 

elderly. Both nurses and nursing caregivers perceived oral care 

as important. But they felt the task was very difficult and 

responded that proper oral care guidelines were needed[10].

Oral health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overall 

body health. Poor oral health can reduce the efficiency of 

mastication, leading to unbalanced nutrition and digestive 

problems. This affects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by 

causing problems with general health[11]. In addition, the loss 

of teeth not only brings about aesthetically detrimental changes, 

but also causes deterioration in chewing function and abnormal 

pronunciation, limit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mooth 

social life. As a result, social alienation and isolation can be 

promoted for the elderly[12].

There are very few studies comparing the or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among the institutionalized elder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status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elderly 

people living in LTC facilities and to provide useful evidences 

in improving the or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Ⅱ. Methods

1. Study subject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81 elderly people who were 

resigned from the LTC facilities in Cheonan-city from March 

19 to March 30, 2018. The data collection was summarized 

as follows: the interviewer interviewed directly the institution, 

explained the purpose, contents and purpose of the study and 

then interviewed only those who were able to communicate 

verbally who agreed to participate voluntaril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as an ethical procedure to 

protect research participants after approval from the Institute's 

Review Board (IRB) (IRB No.: SM-201803-012-1). In order 

to reduce the error between the researchers, the researchers 

conducted preliminary training on the survey method. Six 

trained interviewer administered a face-to-face questionnaire 

that measured on or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2. Research method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12 items(3 basic items, 4 

oral health items, 5 quality of life items). Age, gender, and 

education level was examined as basic characteristics. The oral 

health-related questions derived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using rolling survey sampling 

to ensure that the sampled data for each year were highly 

representative. In oral health, we surveyed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toothache, chewing and pronunciation problem. To 

assess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EQ-5D, a common HRQOL 

measurement tool developed by the EuroQol group, was used. 

The quality of life was examined for mobility, self-care, usual 

activities, pain/discomfort, anxiety/depression. In this study, 

the officially verified Korean version of EQ-5D-5L was used, 

and the quality of life score wa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Korean version of the valuation protocol[13].

3. Statistical analysis

Three research assistants recorded data from interviews on 

paper and entered the data into the database. We ensured data 

quality with periodic quality control checks and interventions. 

For the interview data, each research assistant checked the 

other’s data entry against the original hard copy and corrected 

any errors. Frequency analysis test and Chi-square test were 

performed on basic characteristic, bivariate association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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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N (%)

Demographic factor

Age (y) 76.38±12.09

Gender
Male 31(38.3)

Female 50(61.7)

Socioeconomic factor Education Level

≤Primary school 59(72.8)

Secondary school 13(16.0)

High school 6(7.4)

≥College 3(3.7)

Oral health status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Poor 36(44.4)

Good 45(55.6)

Experience toothache
Yes 43(53.1)

No 38(46.9)

Chewing problem
Yes 33(40.7)

No 48(59.3)

Pronunciation problem
Yes 27(33.3)

No 54(66.7)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EuroQol-5 dimension)

Mobility
No problem 23(28.4)

Any problem 58(71.6)

Self-care
No problem 26(32.1)

Any problem 55(67.9)

Usual activities
No problem 27(33.3)

Any problem 54(66.7)

Pain/discomfort
No problem 27(33.3)

Any problem 54(66.7)

Anxiety/depression
No problem 44(54.3)

Any problem 37(45.7)

EuroQol-5 dimension* 0.37±0.41

Values are presented as n (%) or mean±standard deviation.

*EuroQol-5 dimension was calculated by the Korean time trade-off values.

<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ccording to oral health

oral health status and HRQOL. Dependent variable was HRQoL, 

which was assessed with each component of EuroQol-5 dimension 

(EQ-5D). Independent variable was oral health status (perceived 

oral health, toothache, chewing problem, speaking problem 

and pronunciation problem). After adjustment for confounders 

(age, gender, education level, frequency of tooth brushing, 

dental checkup and unmet needs for dental checkup),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SES and health behavior 

on oral health. Statistical analysis on the collected data was 

performed using PASW Statistics 22.0 version (IBM Co., Armonk, 

NY, USA).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set to 0.05.

Ⅲ. Results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average age of the study participants was 76.38 years. The 

distribution was 38.3% for male and 61.7% for female. Most 

of the subjects (73.8%) had a primary or lower education level. 

In oral health, poor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44.4%), toothache 

(53.1%), chewing problem (40.7%) and pronunciation problem 

(33.3%) were reported. For EQ-5D components, Mobility (71.6%), 

self-care (67.9%), usual activities (66.7%), pain and discomfort 

(66.7%), anxiety and depression problems (45.7%) were reported. 

The closer the EQ-5D dimension is to 1, the higher the quality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e average EQ-5D level of 

the subjects was 0.37(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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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obility Self-care Usual activities Pain/Discomfort Anxiety/depression

No 

problem

Any 

problem

No 

problem

Any 

problem

No 

problem

Any 

problem

No 

problem

Any 

problem

No 

problem

Any 

problem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Poor 9(25.0) 27(75.0) 9(25.0) 27(75.0) 10(27.8) 26(72.2) 7(194.) 29(80.6) 14(38.9) 22(61.1)

Good 14(31.1) 31(68.9) 17(37.8) 28(62.2) 17(37.8) 28(62.2) 20(44.4) 25(55.6) 30(66.7) 15(33.3)

p-value 0.544 0.221 0.343 0.018 0.013

Experience toothache

Yes 9(20.9) 34(79.1) 11(25.6) 32(74.4) 13(30.2) 30(69.8) 9(20.9) 34(79.1) 18(41.9) 25(58.1)

No 14(36.8) 24(63.2) 15(39.5) 23(60.5) 14(36.8) 24(63.2) 18(47.4) 20(52.6) 26(68.4) 12(31.6)

p-value 0.113 0.181 0.529 0.012 0.017

Chewing problem

Yes 6(18.2) 27(81.8) 8(24.2) 25(75.8) 8(24.2) 25(75.8) 5(15.2) 28(84.8) 11(33.3) 22(66.7)

No 17(35.4) 31(64.6) 18(37.5) 30(62.5) 19(39.6) 29(60.4) 22(45.8) 26(54.2) 33(68.8) 15(31.2)

p-value 0.091 0.209 0.150 0.004 0.002

Pronunciation problem

Yes 4(14.8) 23(85.2) 5(18.5) 22(81.5) 5(18.5) 22(81.5) 3(11.1) 24(88.9) 7(25.9) 20(74.1)

No 19(35.2) 35(64.8) 21(38.9) 33(61.1) 22(40.7) 32(59.3) 24(44.4) 30(55.6) 37(68.5) 17(31.5)

p-value 0.055 0.064 0.046 0.003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N(%).

*p<0.05 by chi-square test

<Table 2> Bivariate Association between Oral Health Status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Variable

Mobility

Adjusted ORa

(95% CI)

Self-care

Adjusted ORa

(95% CI)

Usual activities

Adjusted ORa

(95% CI)

Pain/Discomfort

Adjusted ORa

(95% CI)

Anxiety/depression

Adjusted ORa

(95% CI)

Poor perceived oral health status(ref. no) 1.17(0.36-3.81) 1.67(0.51-5.51) 2.07(0.59-7.27) 2.43(0.78-7.62) 3.77(1.25-11.40)*

Experience toothache(ref. no) 3.35(0.99-11.26) 3.38(0.99-11.55) 2.22(0.67-7.35) 4.32(1.30-14.29)* 3.61(1.26-10.32)*

Chewing problem(ref. no) 4.19(1.08-16.45)* 2.88(0.78-10.69) 5.93(1.33-26.55)* 5.41(1.39-21.05)* 9.20(2.22-38.11)*

Pronunciation problem(ref. no) 4.20(1.01-17.57)* 3.54(0.93-13.50) 7.56(1.62-35.19)* 6.94(1.60-30.13)* 6.61(2.02-21.60)*

Dependent variable: EuroQoL-5 Dimension components (ref. no problem).

OR: 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ref: reference.
a
Adjusted odds ratio taking account for age, gender, education level, frequency of tooth brushing, Dental checkup, Unmet needs for dental checkup.

*p<0.05 by logistic regression

<Table 3> Multivariate Association between Oral Health Statue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under Adjustment for Other Related Factors

The oral health status and HRQoL associations identified 

through the EQ-5D component were as follows. Mobility and 

self-care item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oral health. Significant association was found between the 

Usual Activities and Pronunciation problems. Pain/Discomfort 

and Anxiety/depression item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oral health status(Table 2).

Findings on multivariate association between oral health 

status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under adjustment for 

other related factors are shown in Table 3. The odds ratio 

(OR) of having anxiety and depression was 3.77 with poor 

oral health (OR = 3.77, 95% CI = 1.25 - 11.397). Pain and 

discomfort in who with toothache were 4.32 times higher than 

who without toothache (OR = 4.32, 95% CI = 1.30 - 14.29), 

and the OR of having anxiety or depression was 3.61 (OR = 3.61, 

95% CI = 1.26 - 10.32). When there was a chewing problem, 

the OR of having mobility problems was 4.19 (OR = 4.19, 

95% CI = 1.07 - 16.45), the OR of having usual activity problem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Vol. 8 No. 1 March 2020

70

was 5.93 (OR = 5.93, 95% CI = 1.33 - 26.55), the OR of pain 

and discomfort was 5.41 (OR = 5.41, 95% CI = 1.39 - 21.05), 

and the risk of having anxiety and depression was 9.20 times 

higher(OR = 9.20, 95% CI = 2.22 - 38.11). The OR of having 

mobility problems was 4.20 times higher when having a 

pronunciation problem, 7.56 when having an usual activity 

problems, 6.94 when having a pain and discomfort problem, 

and 6.61 when having an anxiety and depression problem.

Ⅳ. Discuss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oral health of the 

elderly living in LTC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quality of life. These results were also found in previous 

studies. In a study by Cornejo M et al[14], a high percentage 

has poor oral health related to poor OHRQoL. Quality of life 

is also highly related to social interaction. Social isolation is 

a growing concern in long-term care (LTC) facilities, and weak 

social contact appears to actually contribute to the risk of oral 

and systemic health[15-18]. In the same vein, dental problems, 

such as bad breath and tooth loss, interfere with people's 

interactions, and solving these problems can improve not only 

social confidence but also quality of life[19,20]. Therefore, 

since oral health of elderly people living in LTC facilities 

has a wider range of values beyond just dental concepts, their 

oral health must also be improved in order to pursue socially 

healthy aging. Also, oral health promotion will be possible 

through institutional support such as the introduction of polici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deterioration of oral health 

statu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OHRQoL. These results 

have been reported in previous studies. Promoting oral health 

improves self-esteem, which can contribute to psychological 

well-being[21]. In a study on self-reported periodontal health 

status, it was reported that the elderly who answered that they 

were healthy had significantly higher quality of life than those 

who did not[22]. Previous studies also reported that toothache 

is a major determinant of OHRQoL in elderly patients and 

suggested that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oral disease 

management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23,24]. In a previous 

study of elderly people not living in LTC facilities in Korea, 

the AOR of toothache for ORHQoL (EQ-5D) was 1.73 for 

pain/discomfort and 1.50 for anxiety/depression[25]. These OR 

scores were lower than in our study on elderly living in LTC 

facilities. More studies are needed to analyze the effects of 

LTC facilities residency on or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e relationship between 

functional oral problems(chewing, pronunciation) in oral and 

OHRQoL. In the Korean study using national data, the elderly 

with reduced chewing ability had 2.36 times lower OHRQoL 

analyzed by EQ-5D than the healthy elderly[26]. According 

to the InCHIANTI study, older adults with chewing problems 

are 1.81 times more depressed, and this association has not 

been found in older adults with full denture[27]. Previous studies 

have also reported that pronunciation problems due to tooth 

loss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28]. Problem with 

partial denture may cause orofacial symptoms in such 

participants, which may cause difficulties in mastication, eating, 

and pronunciation, thus reducing well-being. Oral rehabilitation 

with new removable dental prostheses improved oral health 

related QoL in elders with and without partial denture[29].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ot surprising that elderly 

LTC facilities residents often face oral health problems. 

Self-care problem is general in the LTC facilities population 

because of impaired visual acuity and decreased manual 

dexterity. LTC facilities residents often rely on personal 

caregivers, who may be overloaded with other task and may 

have little training in oral management for daily oral care[30,31]. 

Korea does not have a dental clinic staff in LTC facilities, 

and there is no legal basis for it. This study suggests institutional 

support for improving access to medical care is needed to 

promote oral health for the elderly in LTC facilities. To improve 

the or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older people in LTC 

facilities, we suggest three things: First, there is a need for 

a dental hygienist who can provide professional oral care 

services to the elders and provide systematic oral care education 

to caregiv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dental 

insurance fee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ird, 

there is a need for a management area where dental hygie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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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provide professional care. In summar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promoting oral health 

of elderly people living in elderly care facilities.

Our study had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since it is 

limited to the elderly in the LTC facilities established in a 

specific area, we did not expect the sample from this survey 

to be representative of all LTC facilities residents in Korea. 

Second, because the opinions of serious patients with loss of 

cognitive and functional capacity were excluded, the or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conditions investigated in this study may 

be better than actual averages. This bias would overestimate 

the true status of LTC facilities residents. Third, in the case 

of the elderly who have limited mental function, there may 

be a part of the questionnaire responded to by the help of 

a pre-trained investigator. Despit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confirming that it affects oral health,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and mental health more 

systematically and to use the basic data to lead a better life 

by establishing a system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an aging society.

Ⅴ. Conclusions

Associations between oral health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support the view that support of oral health care influence 

quality of life outcomes of the elderly living in LTC facilities. 

The medical institution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oral 

health of elderly people living in elderly care facilities. Also, 

national system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their or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A cooperative effort from many disciplines 

will be needed to provide these missing links in Korea oral 

health services and to realize the principle of providing 

maximum benefit to the least advantaged i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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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words, except prepositions and articles, should be capitalized. The corresponding author is to be marked by ⧧. When 

there is more than one "first author", this should be indicated in a footnote (e.g., Gildong Hong and Gildong Han contributed 

equally).

Abstract should be written exclusively in English, even if the manuscript is written in Korean. The abstract should be provided 

with one or two paragraph. keywords should be presented in alphabetical order and must follow the abstract on the same 

page.

Introduction should stat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and its relationships to other work in the field.

Materials and Methods should provide all details necessary tio allow repetition of the work, and manufactures or sources 

of materials should be cited.

Results/Discussion should be separated ordinarily. However, they may be combined (e. g., Results and Discussion) to make 

the presentation clearer.

References should be listed in order of citation in the text. All references cited in the text must appear in the References 

section, and all items in this section should be cited in the text. List all the author’s names. The names of all authors should 

be cited up to 7 authors, the first three authors should be cited, followed by the expression “, et al.”.

Abbreviate journal names according to those examples used in Index Medicus and PubMed. The sequence is author, title 

of papers, journal name, volume, the beginning page to the last page, published year. Follow the style shown by the examples 

below.

1) Journal

Hong GD, Lee GD: Analysis of the correlation of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of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Oral Health Science 12(3):17-29, 2018. DOI : 10.22156/KCS.2017.7.1.001

2) Book

1. Hong GD: Dental Clinic Management. Health Pub, pp.25-30, 2012.

3) Dissertation

- Hong GD: Analysis of the correlation of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of dental hygienists.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Busan, 2013.

- Hong GD: Analysis of the correlation of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of dental hygienist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Busan, 2013.

4) Web site

http://www.kohs.or.kr/~paper.html

Table should be numbered with arabic numbers (Table 1, Table 2, etc.) and cited consecutively in the text.

Column headings should be kept as brief as possible. Footnotes to tables should be placed at the bottom of the table to 

which they refer.

Figure should be cited consecutively in the text with arabic numbers (Fig. 1, Fig. 2, etc.). The figure title must be include 

on the same page as the figure. When a single figure contains more than two panels, the panels should be indicated consecu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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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pital letters (A, B, C, etc.). The figures should be reffered to in the text as Fig. 1A, Fig. 1B, etc.

PUBLICATION CHARGE

The publication fee is ￦120,000 up to 10 pages, and ￦10,000 per additional page. The publication fee for urgent reviewed 

article is ￦250,000. The publication cost is subjected to change according to the society's financial situation.

REVISED HISTORY

Enacted: April 13 2013

Revised: February 10 2015

Revised: December 3 2016

Revised: February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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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reement on Copyright Transfer

Title of article : 

Author 

Department :

“The undersigned author(s) transfer(s) that ‘The authors declare that they have no competing interests’ of the article entitled”

The representative author has full control over this delegation and warrants that this article is the original. The representative 

author delegate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is paper to the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on behalf of all 

co-authors.

Date :

Author:                                       Signature:                                       

Date :

Author:                                       Signature:                                       

Date :

Author:                                       Signature:                                       

Date :

Author:                                       Signature:                                       

Date :

Author:                                       Signature:                                       

Date :

Author:                                       Signature:                                       

Date :

Author: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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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Check List

Title:                                                                                 

If you have done all of the below, please check (√) and submit it.

Items Questions to go through Check

Commitment to 

research ethics

1. The author (including co-authors) confirms that this paper is creative and does not 

infringe the copyrights of other articles.

2. The author participates in the preparation of this paper and takes full responsibility 

for the contents of the paper.

3. This article has not been published in other journals, and we have no plans to post 

or contribute to other journals.

4. Complied with the "Ordinance on the Operation of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of the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and Ethics Review".

5. The author commits no violations of research ethics, including plagiarism (including 

self-plagiarism), when writing this paper.

Copyright usage 

and transfer 

agreement

6. All rights to copyrights and digital copyrights of the dissert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work") to shall be transferred to the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7. The publisher of the Society of Korean Oral Health Science  has the right to appeal 

the copyright infringement of another person without permission of the author or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publisher of the Society of Korean Oral Health Science

8. The author confirms that the copyrighted work does not infringe the rights of others, 

and if damages are caused to the Korean Oral Health Science Society by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others, it shall be reimbursed.

9. The author has not licensed the work to persons other than the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and guarantees that the copyright will not be transferred 

or licensed to anyone other than the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Writing and 

receipt 

manuscripts

10. The authors compiled the manuscript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the 

Creation and Submission of Manuscripts from the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11. In the case of failure to comply with the Oral Health Science Society regulations 

in the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manuscripts, the editor-in-chief will be 

allowed to refuse (submit) his  her manuscripts on his  her own authority.

This author checks all of the above and submits the manu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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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3일 제정

2015년 2월 10일 개정 

2017월 2월 07일 개정

2019년 2월 12일 개정

제1장 투고 및 접수 원칙

제1조 (목적)

한국구강보건과학회지는 구강보건관련분야의 발전과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원저, 종설, 논단, 단신, 서평, 사례연구 등을 

게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논문 투고 자격은 본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원고) 

투고된 논문은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것이나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별도로 제정된 한국구강보건과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분야) 

투고논문은 구강보건 관련분야 응용에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조 (접수)

① 논문접수는 수시로 하며,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hs.or.kr)을 이용한다.

② 논문 접수 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표절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절률이 20%이하인 경우 접수한다. 표절률이 21% 이상인 

경우와 형식상의 오류 또는 오자가 많거나 논문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저자에게 통보한다.

③ 논문심사비는 온라인 계좌를 통해 받으며, 입금확인이 이루어진 후 즉시 논문심사를 실행한다.

제2장 논문작성 원칙

제6조 (논문작성요령)

① 논문은 원칙적으로 학회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 파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A4용지 좁은 방향으로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 30mm, 오른쪽 3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 

제본 0mm (기본설정), 장평 (100), 자간 (0), 들여쓰기 (10), 글꼴 (신명조), 줄 간격 (160%)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언급되지 않은 정의는 한글 프로그램 기본 값으로 정한다. 

③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으로 작성해도 무방하다. 영문은 문장의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다만, 고유명사나 약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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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논문표지에는 제목, 성명 (대표저자 및 공동저자), 소속기관, 연락처 (주소, 전자메일, 전화), 분야 등을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⑤ 대표저자(또는 교신저자)는 논문의 교정, 독자로부터 질의, 응답에 대한 책임을 지며, 출판 전 새로운 저자의 추가나 기존 

저자의 탈락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추가나 탈락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목은 집필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반드시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영문제목은 국문제목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형식은 표 1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표 1> 학술지 작성형식

항목 내용

논문제목

�글자크기: 15pt

�글꼴: 신명조

�정렬방식: 가운데정렬

�속성: 진하게

�줄 간격 (160%)

�부제가 있는 경우 콜론(:)표시하고, 영문은 첫 단어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시

초록(Abstract)

�500자 이내 영문 작성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s)로 구분하여 작성

�글자크기: 9pt

�글꼴: 신명조

�정렬방식: 양쪽정렬

�속성: 보통

�줄 간격 (130%)

�Key Word으로 5개 내외로 하며 알파벳 순서로 기입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고찰

V. 결론

�글자크기: 13pt 

�글꼴: 신명조

�정렬방식: 가운데정렬

�속성: 진하게

�줄 간격 (160%)

1. 연구대상

2. 연구방법

3. 자료분석

�글자크기: 10pt

�글꼴: 신명조

�정렬방식: 양쪽정렬

�속성: 진하게

�줄 간격 (160%)

본문내용

�글자크기: 10pt

�글꼴: 신명조

�정렬방식: 양쪽정렬

�들여쓰기: 10

�속성: 보통

�줄 간격 (160%)

⑦ 저자 소개에는 논문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기재한다(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 임을 논문에 밝혀야 한다). 

[예시]

윤001, 이002, 김00‡ : 10pt, 가운데, 

동00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1, 00치과 상담실장2, 서00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10pt, 가운데.

1Dept. of (직종), 소속, 직위

2‡Dept. of (직종), 소속, 직위

⑧ 본문 중 ｢고찰｣에는 선행연구와의 비교 및 본 연구가 독창적으로 기여하는 바를 작성한다. ｢결론｣에는 결과의 재 진술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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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결과의 의미와 종합적으로 도출된 내용을 작성한다.

⑨ 그림과 표는 영문으로 선명하게 작성하여 본문 중에 위치를 정하고, 그림의 명칭은 하단 중앙에, 표는 상단 왼쪽에 각각 <Figure 

1> 및 <Table 1>로 표기한다.

[예시]

<Table 1> Stress levels according to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Variables Categories Mean±S.D t p

Regular Oral Check-Ups Yes 2.00±0.69 2.513 0.012

No 1.97±0.71

Brushing number 3< 1.97±0.71 -0.825 0.410

≥3 1.98±0.70

Scaling experience Yes 1.99±0.69 1.616 0.106

No 1.97±0.71

Unmet dental needs Yes 2.12±0.74 12.712 <0.001

No 1.94±0.69

Dental floss, interdental brush Yes 2.01±0.68 3.865 <0.001

No 1.96±0.72

⑩ 참고문헌 영문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내용에 직접 관련이 있는 참고문헌에 대해서는 인용문 우측의 미주번호를 [1-3], 

[4],[5] …의 형식으로 기재하고 그 문헌을 참고문헌에 인용 순서대로 1., 2., …의 형식으로 기술한다. 

- 학술지 인용 :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페이지 수, 수록년도.

- 학위논문 : 저자명, 논문제목. 학위명, 대학명, 지역, 취득년도.

- 단행본 : 저자명, 도서명. 판차. 출판지, 출판사명, 페이지 수, 출판년도.

- 인터넷 사이트 : URL을 명시

저자의 이름은 last name를 먼저 쓰고, first name과 middle name는 initial(첫 대문자)만 작성하며, 공저일 경우 6명이하인 

경우 모두 기록하고, 7인 이상인 경우 기입된 순서로 3명까지 기록하고 “, et al.”로 끝맺는다.

[예시]

1. 학술지인 경우 :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페이지 수, 수록년도.

[예] Hong GD, Lee GD: Analysis of the correlation of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of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Oral Health Science 12(3):17-29, 2018.

DOI : 10.22156/KCS.2017.7.1.001

2. 학위 논문인 경우 : 저자명: 논문제목. 학위명, 대학명, 지역, 취득년도.

[박사학위 예] Hong GD: Analysis of the correlation of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of dental hygienists.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Busan, 2013.

[석사학위 예] Hong GD: Analysis of the correlation of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of dental hygienist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Busan, 2013.

3. 단행본인 경우 : 저자명: 도서명. 판차. 출판지, 출판사명, 페이지 수, 출판년도.

[예] Hong GD: Dental Clinic Management. Health Pub, pp.25-30, 2012.

4. 인터넷 사이트인 경우 :

[예] http://www.kohs.or.kr/~pap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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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1. DOI표기는 8권 1호부터 시행한다.

제7조 (심사료) 

논문심사료는 30,000원으로 논문 접수 시에 납부한다.

제8조 (채택)

①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쳐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게재승인이 결정된다.

②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별쇄본 10부를 교신저자에게 증정한다. 10부 이상의 별쇄본을 원하는 경우에는 게재승인 통보 시 

필요한 부수를 미리 신청하고, 추가분을 발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논문게재) 

논문의 게재는 심사에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접수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자의 긴급게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의 게재순서가 당호에 해당되지 않아도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호에 추가로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 (게재료) 

일반논문의 게재료는 기본 10쪽까지 120,000원, 11쪽부터는 1쪽당 10,000원씩 추가한다. 긴급논문의 게재료는 250,000원으로 

한다.

제11조 (발행일)

학술지는 연 2회 이상으로 발행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발행일은 3월 30일, 9월 30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3년 4월 13일 제정되어 이후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규정의 개정은 2015년 2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규정의 개정은 2017년 2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규정의 개정은 2019년 2월 1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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