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대학생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간접과 보호를 벗어나 생활 전반

에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행동하는 시기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이 중요하나, 음주와 흡연 등의 위험에 노출 빈도 또한 높아

지는 시기이다[1]. 정 등[2]의 연구에서 대학생이 되면 일반적인 

생활습관과 구강건강관리 습관이 확립되고 다양한 대인관계 

형성을 통해 외모와 함께 구취에 대한 관심도 증가한다.

구취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며, 대부분은 구강 내 

충치나 잇몸염증으로 인한 것이나 폐, 위장, 간 등의 문제에서도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구취는 자신을 비롯한 

상대방에게도 불쾌감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민하고 

고통받는 인구는 전 세계의 약 50~6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고[4], 일본에서는 연구대상자의 25% 이상이 구취로 인해 

불편감을 느꼈으며[5], 미국의 경우 성인의 약 50%가 구취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국내 연구에

서는 성인의 약 30%에서 구취를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것을 고려할 때 구취로 인한 불편감은 일부 국가가 아닌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겪고 있다[7].

구취는 진성, 가성, 공포증으로 분류되며 객관적 검사 도구인 

구취 측정기를 이용한 진성 구취와 타인은 느끼지 못하나 스스로

가 구취를 느껴 불편감을 호소하는 가성 구취로 나눠진다[8]. 

특히 가성 구취의 경우는 스스로가 느끼고 있어 심리적인 위축감

과 함께 사회생활 전반에 불안감을 초래하게 되며 심한 경우 

구취 공포증으로 이행되기도 한다[1]

이러한 구취는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들이 있으며 크게는 병리

적 원인과 생리적 원인으로 분류 한다. 첫째, 병리적 원인은 크게 

구강 내 원인과 전신적 원인으로 나눠지며 구강 내 원인으로는 

구강 관리 소홀로 인해 치은염과 치주염의 발생과 타액유출량 

감소로 인한 구강건조증, 구내염, 오래된 보철물 등이다[9]. 전신

적 원인으로는 신장질환, 폐질환, 당뇨 및 대사성 질환으로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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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휘발성 물질의 잔류로 호흡 시 폐를 통해 구취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휘발성 물질의 대부분은 황화수소(hydrogensulfide, 

H2S), 메틸 머캅탄(methylmercaptan, CH3SH), 황화 디메틸

(dimethylsulfide, (CH3)2S) 등과 같은 황 화합물(Volatile Sulphur 

Compounds, VSCs)이 90%를 차지하고 있다[10]. 둘째, 생리적 

원인으로는 기상 직후, 공복 상태, 약물 복용, 흡연, 월경, 섭취 

음식 등이 원인이 되며, 이는 생활 습관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9].

이처럼 구취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으며 병리적 원인의 경우 

병원을 내원한 치료를 동반해야하지만 생리적 원인은 생활습관 

개선과 개인의 올바른 구강건강관리에서도 구취를 감소시킬 

수 있다. 구취를 감소시키는 방법 중 선행연구들에서는 올바른 

칫솔질과 혀 닦기를 통하여 상당부분 구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2], 특히 혀의 후방에 위치한 림프조직에서의 미생

물의 성장을 억제 시켜 구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또한 올바른 칫솔질을 통한 치면세균막관리는 구강건

강과 구취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1], 

이를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사회

생활을 어렵게 하고 삶의 질을 저해하는 구취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대학생들의 구취 인식여부와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구강건강관리 행태를 분석하여 구취를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자 한다.

Ⅱ. 연구결과

1. 연구대상

B 지역 내 대학을 임의로 6곳을 선정하여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한 학생

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는 링크를 전송하였고 오프라인은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성실한 

응답 38부를 제외하고 최종 463부를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설문 문항은 일반적 특성 6문항(성별, 학년, 전공계열, 한 달 

용돈, 이성 친구 유무, 아르바이트 유무), 구취인식 유무(자가, 

타인), 구강관리 행태관련 문항 7문항(점심식사 후, 저녁식사 

후 칫솔질 유무, 칫솔질 시간, 음주 후 칫솔질 유무, 구강관리용품 

사용 유무, 최근 1년 내 치과 정기구강검진 유무, 최근 1년 내 

스케일링 유무)으로 구성하였고 구취인식수준은 5점 척도로 구

취인식수준은 5점 척도로 ‘전혀아니다’ 1점, ‘아니’ 2점, ‘보통이

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구취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3. 분석방법

통계분석은 SPSS(ver. 26.0 for windows, SPSS l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관리

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관리행태에 따른 자가와 타인 구취인식 여부를 파악하

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성에 따른 구취인식수준

을 파악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여 통계

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193명(41.7%), 여자 270명(58.3%)로 여자가 많았고, 학년은 

3학년 174명(37.6%)로 가장 많았고 2학년 119명(25.7%), 1학년 

92명(19.9%)순 이었다.

전공계열에서는 공과계열 125명(27.0%)로 가장 많았고 자연⋅

과학계열 108명(23.3%), 인문사회계열 97명(21.0%) 순이었고, 

한 달 용돈은 1-30만원 이하 182명(39.3%)로 가장 많았고 31~50

만원 이하 156명(33.7%), 받지 않음 92명(19.9%) 순이었다.

이성친구 유무에서는 ‘예’ 180명(38.9%), ‘아니오’ 283명(61.1%)

로 아니오가 많았고 아르바이트 유무 ‘예’ 178명(38.4%), ‘아니오’ 

285명(61.6%)로 아니오가 많았다.

2.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 행태 특성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 행태 특성은 <Table 2>와 같다. 하루 

칫솔질 평균 횟수는 3회로 나타났고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여부 

‘예’ 257명(55.5%), ‘아니오’ 206명(44.5%)으로 예가 조금 많았

다. 저녁식사 후 칫솔질 여부 ‘예’ 270명(58.3%), ‘아니오’ 1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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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로 예가 많았고, 칫솔질 시간은 3분 미만 267명(57.7%), 

3분 이상 196명(42.3%)로 3분 미만이 많았다. 구강관리용품 

사용 여부에서는 ‘예’ 242명(52.3%), ‘아니오’ 221명(47.7%)로 

예가 조금 높았고, 최근 1년 내 정기구강검진 여부 ‘예’ 185명

Characteristics Division N %

Gender male 193 41.7

female 270 58.3

Grade 1 92 19.9

2 119 25.7

3 174 37.6

4≦ 78 16.8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97 21.0

Engineering 125 27.0

Natural science. 108 23.3

Health 90 19.4

Arts and sports 43 9.3

Monthly allowance not received 92 19.9

(won) 1 ~ 300,000 182 39.3

310,000 ~ 500,000 156 33.7

510,000≦ 33 7.1

Having friends of the opposite sex
Yes 180 38.9

No 283 61.1

Having a part-time job
Yes 178 38.4

No 285 61.6

Total 46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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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istics Division N %

Average number of brushing 3.00±0.96

Brushing your teeth after lunch Yes 257 55.5

No 206 44.5

Brushing your teeth after dinner Yes 270 58.3

No 193 41.7

Brushing time 3 minute > 267 57.7

3 minute < 196 42.3

Whether oral care products are used Yes 242 52.3

No 221 47.7

Oral examination within the last year Yes 185 40.0

No 278 60.0

Scaling within the last year Yes 154 33.3

No 309 66.7

Brushing your teeth after drinking Yes 368 79.5

No 95 20.5

Total 463 100

<Table 2> Oral care behavior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Vol. 9 No. 4 December 2021

50

(40.0%), ‘아니오’ 278명(60.0%)로 아니오가 많았다. 최근 1년 

내 스케일링 여부는 ‘예’ 154명(33.3%), ‘아니오’ 309명(66.7%)

로 아니오가 많았고, 음주 후 칫솔질 여부 ‘예’ 368명(79.5%), 

‘아니오’ 95명(20.5%)로 예가 많았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취 인식 여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취 인식 여부는 <Table 3>과 같다. 

자가 구취 인식 여부는 성별에서 남자 26.4%, 여자 30.7%로 

여자가 높았고, 학년에서는 4학년 이상 37.2%로 가장 많았고 

2학년 27.7%로 가장 적었다.

전공계열에서는 예술⋅체육계열 39.5%로 가장 많았고 인문

사회계열 22.7%로 가장 적었으며, 한달 용돈에서는 용돈이 많은 

경우 자가 구취 인식이 적었다. 이성친구 유무에서는 ‘예’ 26.7%, 

’아니오‘ 30.4%로 아성친구가 없는 경우 높았고, 아르바이트 

유뮤에서는 ‘예’ 34.3%, ‘아니오’ 25.6%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많았다.

타인 구취 인식 여부는 성별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학년에서는 

1학년 10.9%로 가장 많았고 4학년에서 가장 적었다. 전공계열에

서는 자연⋅과학계열 12.0%로 가장 많았고, 인문사회계열 6.2% 

가장 적었으며, 한 달 용돈에서는 용돈이 많을수록 적었다. 이성

친구 유무는 ‘예’ 10.0%, ‘아니오’ 8.1%로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 

많았고, 아르바이트 유무는 ‘예’ 10.7%, ‘아니오’ 7.7%로 아르바

이트를 하는 경우 많았다.

4. 구강건강관리행태에 따른 구취인식 여부

구강건강관리 행태에 따른 구취 인식 유무는 <Table 4>와 

Characteristics Division
Self-halitosis is recognized Others-halitosis is recognized

Yes No Yes No

Gender male 51(26.4) 142(73.6) 17(8.8) 176(91.2)

female 83(30.7) 187(69.3) 24(8.9) 246(91.1)

χ2(p) 1.019(0.350) 0.001(1.00)

Grade 1 26(28.3) 66(71.7) 10(10.9) 82(89.1)

2 33(27.7) 86(72.3) 8(6.7) 111(93.3)

3 46(26.4) 128(73.6) 18(10.3) 156(89.7)

4≦ 29(37.2) 49(62.8) 5(6.4) 73(93.6)

χ2(p) 3.210(0.360) 2.189(0.534)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2(22.7) 75(77.3) 6(6.2) 91(93.8)

Engineering 34(27.2) 91(72.8) 11(8.8) 114(91.2)

Natural science. 36(33.3) 72(66.7) 13(12.0) 95(88.0)

Health 25(27.8) 65(72.2) 7(7.8) 83(92.2)

Arts and sports 17(39.5) 26(60.5) 4(9.3) 39(90.7)

χ2(p) 5.452(0.244) 2.352(0.671)

Monthly allowance not received 29(31.5) 63(68.5) 11(12.0) 81(88.0)

(won) 10,000 ~ 300,000 51(28.0) 131(72.0) 18(9.9) 164(90.1)

310,000 ~ 500,000 48(30.8) 108(69.2) 11(7.1) 145(92.9)

510,000≦ 6(18.2) 27(81.8) 1(3.0) 32(97.0)

χ2(p) 2.484(0.478) 3.354(0.340)

Having friends of the 

opposite sex

Yes 48(26.7) 132(73.3) 18(10.0) 162(90.0)

No 86(30.4) 197(69.6) 23(8.1) 260(91.9)

χ2(p) 0.741(0.402) 0.478(0.506)

Having a part-time job Yes 61(34.3) 117(65.7) 19(10.7) 159(89.3)

No 73(25.6) 212(74.4) 22(7.7) 263(92.3)

χ2(p) 3.992(0.058) 1.185(0.314)

<Table 3> Halitosis recogni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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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자가 구취 인식 여부는 점심식사 후 칫솔질 여부에서는 

‘예’ 26.5%, ‘아니오’ 32.2%였고, 저녁식사 후 칫솔질 여부에서

는 ‘예’ 27.0%, ‘아니오’ 31.6%로 점식식사 후 저녁식사 후 

칫솔질을 하지 않는 경우 높았다.

칫솔질 시간에서는 3분 미만 32.2%, 3분 이상 24.5%로 3분 

미만이 높았고, 구강관리용품 사용여부에서는 ‘예’ 26.8%, ‘아니

오’ 31.0%로 사용하는 경우 높았다.

최근 1년 이내 정기 구강검진 여부에서는 ‘예’ 26.5%, ‘아니오’ 

30.6%으로 검진을 받지 않은경우 높았고, 최근1년 내 스케일링 

여부에서는 ‘예’ 27.3%, ‘아니오’ 29.8%로 스케일링을 받지 않는 

경우 높았으며, 음주 후 칫솔질 여부에서는 ‘예’ 28.3%, ‘아니오’ 

31.6%로 하지 않는 경우 높았다.

타인구취 인식 여부에서는 구강관리용품 사용 여부에서는 

‘예’ 5.4%, ‘아니오’ 12.1%로 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높았고

(p=0.013), 음주 후 칫솔질 여부에서는 ‘예’ 7.3%, ‘아니오’ 

14.7%로 칫솔질을 하지않는 경우 높았으며(p=0.040)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점심식사 후 칫솔질 여부에서는 ‘예’ 8.6%, ‘아니오’ 9.2%, 

저녁식사 후 칫솔질 여부에서는 ‘예’ 8.1%, ‘아니오’ 9.8%로 

칫솔질을 하지 않는 경우 높았다.

칫솔질 시간은 3분 미만 10.1%, 3분 이상 7.1%로 3분 미만에서 

높았고 최근 1년 내 정기 구강검진 여부에서는 ‘예’ 10.8%, 

‘아니오’ 7.6%로 정기검진을 한 경우 높았으며, 최근 1년 이내 

스케일링 여부에서는 ‘예’ 9.7%, ‘아니오’ 8.4%로 스케일링을 

한 경우 높았다.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취인식수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취인식수준은 <Table 5>와 같다. 이성

친구 유무에 따라 ‘예’ 3.37점, ‘아니오’ 3.03점으로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 구취인식수준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44). 성별에서는 여자, 학년은 2학년과 3학년, 전공

계열에서는 예술.체육계열, 한달용돈은 31~50만원, 아르바이트 

유무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구취인식수준이 높았다.

Characteristics Division
Self-halitosis is recognized Others-halitosis is recognized

Yes No Yes No

Brushing your teeth 

after lunch

Yes 68(26.5) 189(73.5) 22(8.6) 235(91.4)

No 66(32.0) 140(68.0) 19(9.2) 187(90.8)

χ2(p) 1.731(0.216) 0.062(0.870)

Brushing your teeth 

after dinner

Yes 73(27.0) 197(73.0) 22(8.1) 248(91.9)

No 61(31.6) 132(68.4) 19(9.8) 174(90.2)

χ2(p) 1.143(0.300) 0.401(0.619)

Brushing time 3 minute > 86(32.2) 181(67.8) 27(10.1) 240(89.9)

3 minute < 48(24.5) 148(75.5) 14(7.1) 182(92.9)

χ2(p) 3.275(0.078) 1.235(0.321)

Whether oral care 

products are used

Yes 60(26.8) 164(73.2) 12(5.4) 212(94.6)

No 74(31.0) 165(69.0) 29(12.1) 210(88.0)

χ2(p) 0.981(0.356) 6.579(0.013*)

Oral examination within 

the last year

Yes 49(26.5) 136(73.5) 20(10.8) 165(89.2)

No 85(30.6) 193(69.4) 21(7.6) 257(92.4)

χ2(p) 0.903(0.349) 1.460(0.245)

Scaling within the last year Yes 42(27.3) 112(72.7) 15(9.7) 139(90.3)

No 92(29.8) 217(70.2) 26(8.4) 283(91.6)

χ2(p) 0.313(0.589) 0.224(0.729)

Brushing your teeth after 

drinking

Yes 104(28.3) 264(71.7) 27(7.3) 341(92.7)

No 30(31.6) 65(68.4) 14(14.7) 81(85.3)

χ2(p) 0.404(0.528) 5.123(0.040*)

*p<0.05

<Table 4> Halitosis awareness according to oral car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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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강관리행태에 따른 구취인식수준

구강관리행태에 따른 구강인식수준은 <Table 6>과 같다. 음

주 후 칫솔질 여부에서 ‘예’ 3.06점, ‘아니오’ 3.64점으로 아니오

에서 구취인식수준이 높았으며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2). 점심식사 후 칫솔질을 하지 않고, 저녁식사 후 칫솔질

을 하지 않으며, 칫솔질 시간은 3분미만,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

지 않고, 최근 1년 내 정기구강검진과 스케일링을 하지 않는 

경우 구취인식수준이 높았다.

Characteristics Division Halitosis awareness level t/F p

Gender male 3.01±1.74 1.178 0.105

female 3.27±1.71

Grade 1 3.20±1.72 1.077 0.358

2 3.24±1.72

3 3.24±1.74

4≦ 2.85±1.71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3.39±1.82 1.196 0.312

Engineering 3.12±1.68

Natural science. 2.93±1.71

Health 3.14±1.63

Arts and sports 3.42±1.88

Monthly allowance not received 3.07±1.94 1.046 0.372

(won) 10,000 ~ 300,000 3.20±1.60

310,000 ~ 500,000 3.28±1.70

510,000≦ 3.27±1.88

Having friends of the opposite sex
Yes 3.37±1.85 7.413 0.044*

No 3.03±1.63

Having a part-time job
Yes 3.22±1.87 5.577 0.098

No 3.13±1.62

*p<0.05

<Table 5> Halitosis recognition leve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Halitosis awareness level t p

Brushing your teeth after lunch Yes 3.07±1.62 2.607 0.190

No 3.28±1.85

Brushing your teeth after dinner Yes 3.09±1.68 1.356 0.245

No 3.27±1.79

Brushing time 3 minute > 3.23±1.70 0.065 0.350

3 minute < 3.08±1.76

Whether oral care products are used Yes 2.92±1.69 0.680 0.001**

No 3.43±1.73

Oral examination within the last year Yes 3.14±1.55 3.544 0.768

No 3.18±1.83

Scaling within the last year Yes 3.06±1.76 1.282 0.383

No 3.21±1.71

Brushing your teeth after drinking Yes 3.04±1.69 0.857 0.002**

No 3.64±1.77

*p<0.05, **p<0.005

<Table 6> Halitosis awareness level according to oral car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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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대학생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독립적 생활패턴에 따라서 건강

관리 또한 스스로가 유지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12]. 

이러한 노력은 전신적 건강관리와 더불어 구강건강관리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를 소홀이 관리하게 되면 연령의 증가에 

따른 구강건강의 저하와 자심감 및 대인관계에도 위축되게 된다

[13]. 그러나 이 시기에는 음주와 흡연 외에도 다양한 관심꺼리로 

인해 구강건강에 소홀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구강건강관리 행태에 따른 구취인식수준을 파악하

여 대학생들의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이로인하

여 구취가 발생하고 나아가 대인관계와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일깨워 구강건강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루 칫솔질 평균 횟수가 3회, 구강관리용품 

사용 52.3%, 최근 1년 내 구강검진 경험률은 40.0%, 최근 1년 

내 스케일링 경험률은 33.3%로 나타났으나 조 등[14]의 연구에

서 칫솔질 횟수에서 3회 64.4%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구강관

리용품 사용은 21.9%, 정기구강 검진 21.9%, 1년 내 스케일링 

경험 25.3%로 본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구강건강관리 행태가 

2배 이상이 높아졌다. 이는 몇 년 전에 비해 대학생들이 구강건강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경험률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취인식유무에서 자가구취인식유무는 

여자, 4학년 이상, 예술⋅체육계열, 이성친구가 없고, 아르바이트

를 하는 경우 구취인식경험률이 높았다. 이는 정 등[2]의 연구에

서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에서 자가구취 인식수

준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최 등[15]의 

연구에서 구취인식수준이 남자가 더 높다고 보고한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사람을 많이 접촉하고 평상 시 구강건강관리

에 관심이 있는 경우 자가구취인식수준이 높아 효율적인 구취관

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타인구취 인식 여부에서는 구강관리용품 사용 여부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음주 후 칫솔질을 하지 않는 경우 타인구취인식률

이 높았다. 이는 최 등[15]의 연구에서 하루 3번 이상 양치하고 

치실질을 하는 경우 구취인식률이 낮은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

다. 하루 3번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더라도 치아 사이사이

에 존재하는 치태나 음식물잔사 제거를 위해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여야 구취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스케일링과 정기구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취인식수준이 높게나타났으며, 이는 구취를 유발하는 치주원

인균과 설태를 제거하거나 세정, 물리적 치면세마술을 시행하는 

경우 구취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Cortelli JR[16]등이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일부대학생들의 자가 및 타인 구취인식률과 

인식수준을 파악하였으나 특정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였기에 일반화 하기는 한계가 있고 구취의 원인에 대한 파악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의 구취인식수준을 낮춰 행복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구강건강관리와 건강관리

를 위한 교양교과를 편성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V. 결론

대학생들의 구강관리행태에 따른 구취인식수준을 파악하여 

사회초년생인 대학생들의 효율적인 구강건강관리 방법을 제시

하여 구취를 예방하고 기반을 마련하고자 B지역 대학생을 대상

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관리행태는 점심식사 후 칫솔질 

경험 남자 45.1%, 여자 63.0%에서 높았고, 정기구강검진 

유무 또한 남자 29.5%, 여자 47.4%로 여자에서 높았다.

2. 잠자기 전 칫솔질 경험 유무에서 2학년 77.3%로 가장 많았

고 3학년 67.8%, 4학년 59.0% 로 학년간 차이를 보였다.

3. 구강관리용품 사용 유무에서는 자연과학계열 63.9%로 가

장 높았고 인문사회계열 35.1%로 가장 낮아 전공에 따른 

차이를 보였고, 아르바이트 유무 예 60.1% 아니오 47.4%로 

차이를 보였다.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취인식수준은 이성친구 유무에서 

예 3.37점, 아니오 3.03점으로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에 

높았다.

6. 구강관리행태에 따른 구취인식수준은 구강관리용품 사용 

유무에서 예 2.92점, 아니오 3.43점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구취인식수준이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하고 구강관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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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사용하는 경우 구취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구강관

리용품 사용에 대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정기적인 구강

검진을 독려하여 구취를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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