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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미취학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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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nfluencing the Oral Health Care Behaviors of Parents to Preschoo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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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oral health care behavior of parents to their children and to use
them as basic data so that effective oral health education can be carried out for parents and children.
Methods: A total of 105 parents of children attending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located in Jeonju and Bucheon City were surveyed.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the oral health care behavior of the parents to their children, the oral health care behavior of the parents,
the oral health knowledge of the parent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and was written in a self-written method.
Results: As a result of check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oral health care behaviors that parents do to their children,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children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parents’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were found to have an effect. It was found
that the smaller the number of children, the higher the oral health care behaviors performed on their children, and the oral health management
behaviors performed on their children by parents with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were high.
Conclusions: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variety of programs for effective oral health education in consideration
of factors affecting the oral health care behaviors of parents to thei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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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년 68.5%로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만 5세의 우식경험
유치지수도 2003년 2.76개, 2012년 2.79개, 2015년 3.07개, 2018

미취학 아동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증가하는 시기로 성장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이며, 또한 많은 시간을 부모와 함께하며
부모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방식이 아동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1]. 아동은 구강건강관리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이때 형성된 습관이 일생의 구강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
만 스스로 구강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도움이나 지도가 필요하다[2]. 따라서
부모가 갖고 있는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가치관, 태도는 이
시기 아동의 구강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3].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5세 아동의
유치우식경험자율은 2000년 83.3%에서 2003년 77.3%, 2006년
67.7%, 2012년 62.2%까지 감소하였지만 2015년 64.4%, 2018
Copyright ⓒ 2020 by the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KOHS).

년 3.43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4] 아동의 구강건강관리가 시급
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구강건강예방책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
다 이 시기의 아동은 구강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자에 의한 지도와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의 성장기는 부모에 대한 모방이 강한 시기로, 부모의
의식과 행동이 아동의 신념 및 행동에 토대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칫솔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어머니에 의해 칫솔질 지도를 받은 어린이의 구강위생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였으며[5]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아동의 구강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올바른 구강보건행동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 Blinkhorn[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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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행동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기존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사회화과정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유치원 아동들이고, 이 시기에

설문의 내용은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10문

자녀의 구강보건행동은 어머니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Metz

항), 부모의 구강관리행동(12문항), 부모의 구강보건지식(13문

와 Richards[7]는 부모의 구강건강행동이 자녀의 구강건강에

항), 일반적 사항(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

대한 지식과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정[8]

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은 이닦기 지도, 식이조절 지도, 구강관리지

은 부모의 구강건강신념, 구강건강행동이 자녀의 칫솔질 횟수에

도, 혀세정 지도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류[9]는 어머니의 구강보건 행동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이 유아의 구강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전 등[10]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는 10

은 아동이 사회화과정을 통해 습득하는 여러 가지 행위나 능력에

점~50점으로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

는 부모와 가정환경에서 얻는 경험의 질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

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므로 아동의 구강건강 관련 행위는 부모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대한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은 0.720, 부모의 구강보건지식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무엇보다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구강건강지식과 행동이 뒷받

0.860, 부모의 구강관리행동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침되어야 한다.

0.743이었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구강건강행동 및 관리
행태는 부모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되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구강보건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ver. 21.0 for windows, IBM SPSS
Statistic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 부모의 구강관리행동에 따
라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구강건강지식은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였다. 부모의 일반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주시와 부천
시에 위치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G*power

적 특성 가운데 연령은 평균연령 35.5세를 기준으로 35세 이하와
36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을 종속변수로, 부모
의 일반적 특성, 구강관리행동, 구강건강지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통계적 유의검정
수준은 0.05, 0.01을 기준으로 하였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 통계적 검정력 95%로 하여
산정한 결과 총 표본 수가 107명이며,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18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114부

Ⅲ. 연구결과

의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9부의 설문지를 제외하
고 총 105명(92.1%)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1.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
건강관리행동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동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부모의 연령, 학력, 맞벌이 여부,

하였으며, 설문지는 가정통신문 형태로 가정에 보낸 후 자기기입

자녀 구강관리 담당에 따라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

법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강과 조[11]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에 따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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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ral health care behavior to childre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Variables

Categories

Age*
Education**

N

Mean

t/F

p

≤35

46

38.85

.589

.557

≥36

53

38.43

8

39.88

1.245

.297

College

15

40.20

University

69

38.48

≥Master degree

13

38.54

Yes

71

38.45

-1.391

.167

No

30

39.53
.770

.513

10.599

.000

Mean

t/F

p

-.196

.845

1.194

.316

1.304

.195

2.066

.109

2.625

.077

≤High school

*

Dual income

Child’s oral health care**

Father

3

40.33

Mother

85

38.74

Parents together

14

39.57

3

36.67

1

33

40.97

2a

65

37.95

7

37.00

Other
**

a,b

Number of children

≥3b
*

**

by independent-samples t-test, by ANOVA
The same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test.

abc

<Table 2> Differences in oral health knowledg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Variables

Categories

*

Age

Education**

≤35

46

9.98

≥36

53

10.06

≤High school
College

*

Dual income

Child’s oral health care**

69

10.27
9.54

Yes

71

10.23

No

30

9.67

Father

3

11.33

Mother

85

10.01

Parents together

14

10.28

3

7.67

a,b

33

10.21

a

65

10.09

7

8.43

≥3b
by independent-samples t-test,

9.60

13

2
*

9.37

University

1

Number of children

8
15

≥Master degree

Other
**

N

**

by ANOVA

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의 수가 1명일 경우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
관리행동이 40.9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3명
이상은 37.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1).

2.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지식의 차이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지식 차이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맞벌이 여부, 자녀의
구강건강관리 담당, 자녀 수에 따른 부모의 구강건강지식의 차이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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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링 경험이 있는 부모가 스케일링 경험이 없는 부모 보다 자녀에게

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3. 부모의 구강관리행동에 따른 자녀에게 행하는 구
강건강관리행동
부모의 구강관리행동에 따른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
행동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부모의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와 스케일링 경험 유무, 보조구강용품 사용 여부에 따라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보조구강용품을 사용하는 부모가 보조구강용품을 사용하
지 않는 부모에 비하여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4.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가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없는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보다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이 더 높으며, 스케

요인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Table 3> Oral health care behavior to children according to the parent’s oral care behavior
Variables

Categories

Recent dental visit*
Regular oral examination*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of scaling*
Frequency of brushing**

*

Use of oral care products
*

by independent-samples t-test,

**

N

Mean

t/F

p

Yes

74

39.16

1.457

.148

No

31

38.06

Yes

50

39.26

.969

.335

No

53

38.58

Yes

49

39.84

2.790

.006

No

56

37.96

Yes

100

38.99

1.994

.049

No

5

35.80

≤2

13

37.00

2.044

.135

3

66

39.12

≥4

26

39.04

Yes

81

39.42

3.229

.002

No

24

36.87

by ANOVA

<Table 4> Factors influencing the oral health care behaviors of parents to their children
B

SE

Constants

Variables

6.051

1.000

Age

-.164

.114

Education

-.093

.090

t

p

6.052

.000

-.146

-1.442

.153

-.111

-1.033

.158

.305

.129

.128

1.226

Child’s oral health care

.224

-.099

.144

-.072

-.689

.493

Number of children

-.368

.107

-.372

-3.456

.001

Recent dental visit

-.139

.124

-.115

-1.118

.267

Regular oral examination

-.098

.116

-.087

-.844

.401

Dual income

β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282

.125

-.250

-2.249

.027

Experience of scaling

-.295

.286

-.117

-1.032

.305

Frequency of brushing

.041

.094

.044

.435

.665

Use of oral care products

.023

.158

.018

.147

.883

-.004

.031

-.015

-.137

.891

Parents’ oral health knowledge
2

2

R=.498, R =.248, Adj. R =.141
F=2.311, p=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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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계수(R2)는 0.248로 이 모형을 24.8% 설명하고 있으며,

부모의 구강관리행동 가운데 구강보건교육 경험에 따라 자녀

분산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F=2.311,

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차이가 나타났다. 구강보건교

p<0.05) 회귀식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용함을 알 수 있다.

육 경험이 있는 부모가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없는 부모 보다

입력방식으로 부모의 일반적 특성(연령, 학력, 맞벌이 여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구강건강관리담당, 자녀 수), 지난 1년간 치과방문 여부,

어머니의 구강건강행동이 자녀의 올바른 구강건강행동을 형

정기구강검진 여부,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 스케일링 경험

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한 최[16]

유무, 칫솔질 횟수, 구강용품사용 여부, 부모의 구강건강지식

의 연구를 볼 때,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변수를 모형에 투입한 결과 자녀 수와 부모의 구강보건교육

자신의 구강위생관리 뿐만 아니라 자녀의 구강보건행동도 양호

경험 유무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자녀

하게 나타나며[16][17], 어머니의 구강건강관리행동이 양호할수

수가 적을수록,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

록 자녀의 구강건강상태가 양호하며, 자녀가 더 양호한 구강건강

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결과[16][18][19]와 같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스케일링 경험이 있는 부모가 스케일
링 경험이 없는 부모 보다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이

Ⅳ. 고찰

더 높게 나타났으며, 보조구강용품을 사용하는 부모가 사용하지
않는 부모에 비하여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이 더

치아우식증은 아동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구강질환으로
아동들이 당분이 함유된 우식성 식품을 좋아하여 많이 섭취하
는 반면 구강관리를 스스로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다[12]. 이처럼 스스로 구강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며 돌봐주는
부모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13]. 부모의 행동이 아동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의 구강보건과 관련된 행태가 매우
중요하며, 부모가 아동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올바르게 지도해야
한다[14]. 본 연구는 이렇듯 자녀의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자녀에게 구강건강관리를 수행할 경우, 과연 어떠한 요인
에 따라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부모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자녀의 수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의 수가 한
명인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이 가장
높았다. 이는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 다자녀 부모보다 더 바람직
한 양육태도로 자녀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송[15]의 연구결
과와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자녀가 한 명일 경우
더 높은 수준의 관심과 시간을 제공하여 구강건강관리행동을
수행할 수 있으나 두 명 이상일 경우는 부모의 관심과 시간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각 자녀에게 확산되어 집중도가 낮아
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한 명인 부모가
다자녀를 둔 부모보다 올바른 칫솔질 방법에 대한 지도나 칫솔질
후 구강을 확인하는 등의 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en[20]의 연구에서 치실의 사용 여부는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부모가 구강보건교육을 경험함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과 행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의 구강건
강관리 뿐 아니라 자녀의 구강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
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고졸 이하일 경우 영유아 구강건강에 대한 태도가 낮게 나타났다
는 조[21]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이는 구강건강과
관련된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데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중요하다
는 고 등[22]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 역시 부모의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와 같은 요인
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동
에 자녀 수와 부모의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녀의 구강건강을 위한 습관이 올바르게 형성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구강건강관리행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녀의 수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르고 적절한 구강건강관리행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구강
건강관리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가 구강보건교육을 경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가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여 자녀에게 올바른 구강건강관리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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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강건강관리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만을 대상으로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강건강관리

진행된 연구이기에 연구 대상이 대표성을 갖기에는 부족하다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구강보건교육

제한점이 있다. 추후에는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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