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구강건강은 상병에 이환되어 있지 않고 정신작용과 사회생활

에 장애가 되지 않는 치아와 악안면 구강조직기관의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오늘날 건강의 필수요소로서 그 중요성을 많은 

사람이 인지하고 있다[1]. 이러한 구강건강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구강병이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이라 할 수 있으며 두 가지를 

일컬어 양대구강병이라 하며, 한 번 발생된 후 지속적인 악화과정

을 겪는 전형적인 만성질환으로 구강보건 분야에서 주요한 관리

대상이 된다[1,2]. 2015년 건강보험 심사 통계자료(다빈도 상병 

순위별 요양급여 현황)에 의하면 두 가지 양대구강병 관련 진료인

원 및 그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인한 진료 인원의 약 42.1%가 40~50대의 중⋅장년층으로 나타났

다[3]. 남궁[4]의 연구에서는 두 가지 주요 구강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의 크기를 연구하여 보건사업 정책의 결정 과정에 합리

적 대응을 제시한 바가 있다.

성인의 대부분은 그동안 발생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이 

축적되어 있으며, 계속 발생되고 진행된다. 하지만 성인기에는 

바쁜 사회활동 등으로 예방 또는 계속 구강건강관리 등이 이루어

지기 어렵고 상실된 치아가 많아 자연스레 보철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흔히 치아우식증은 주로 유년

기, 학령기, 청년기에 구강건강을 저해하는 요소로, 치주질환은 

대부분의 성인에서 발생하여 중⋅장년층을 포함하는 성인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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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 구강건강을 저해하여 치아상실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대표적 구강질환으로 알려져 있다[5].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를 맞아 치과임상현장의 디지털화 및 치학기술의 발달에도 불구

하고 양대구강병은 여전히 주요한 구강건강 문제이며 노인기를 

앞둔 중⋅장년층에서는 삶의 질 차원에서 합리적,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질환에 속한다.

양대구강병의 관리를 위해서는 치면세균막의 제거가 필요하

며 치면세균막 제거의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관리 방법은 

칫솔질이라 할 수 있다[6].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칫솔질뿐만 

아니라 치아의 형태적 변화, 개별 구강상태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치아 및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은 

중요한 요소이며 이것을 포함한 치료, 관리, 올바른 식습관 등의 

구강병 예방행동의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상자별 인지와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7-9]가 주를 이루며,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에 

따른 구강건강인식도 연구[10], 성인의 구강위생용품 사용 영향

요인 연구[11], 중년층의 구강건강교육경험에 따른 구강건강신

념, 구강효능감, 구강위생용품 사용, 삶의 질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12]가 있었다. 구강병 예방실천에 관한 연구는 성인의 구강

건강실천 결정요인 모형에 관한 허[13]의 연구가 있었고, 청소년

을 대상으로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과 구강건강행동의 관계 연구

[14], 방문건강관리 인력의 구강건강지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

[15] 및 노인의 중대구강병 영향요인에 관한 원과 박[16]의 연구

가 있었지만 대상자별 제한적 요인연구에 그치고 있으며, 중⋅장

년층의 주요 만성적 구강건강 문제에 기반한 지식이 요인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다각도로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양대구강병 관련 지식,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 구강병 예방실천의 정도와 요인별 상관성을 

파악하고, 양대구강병 예방지식이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구강병 예방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분석결과를 통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양대구강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

와 관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지하고 삶의 질적 차원에서 

건강한 노후를 대비하고 실천가능한 구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남 Y지역에 거주 중인 40대 이상~65세 미만의 

중⋅장년층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교육 훈련된 면접원을 통해 거리와 마을 회관, 

노인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대상

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응답의 비밀보

장과 개인 정보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을 것과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는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하도록 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조사대

상자 334명 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294명의 설문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 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으로 하였을 

경우 최소 표본 수가 176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94

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성별, 연령, 

연수입, 교육정도, 구강보건 교육경험의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

고, 주요변인을 구성하는 설문은 다음과 같다.

1) 양대구강병 예방지식

양대구강병 예방지식은 김[17]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구강

보건지식에 관한 도구(총 29문항)를 일부 수정하여 본 연구의 

주제에 일치하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에 관한 지식에 관한 

각 7문항씩 총 14문항, 3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양대구강병에 관한 예방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에 관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계수는 

.700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2) 올바른 구강위생용품사용

올바른 구강위생용품사용에 관한 문항은 이[18]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도구를 검토 및 적용하였으며, 10문항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실천을 잘하

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총 10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계수는 .821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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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강병 예방실천

구강병 예방실천은 김[17]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도구를 적

용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4개의 문항을 제외한 

식습관 실천 3문항, 치아관리 실천 8문항, 검진과 치료 7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별 점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

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병에 대한 실천이 높은 것을 의미하

며.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계수는 .851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 방법은 SPSS/WIN 25 program을 이용하여 수집 

자료를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양대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관련 지식,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 구강병 예방실

천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올바른 구강

위생용품 사용과 구강병 예방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

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응답자 294명중 남자 143명

(48.6%), 여자 151명(51.4%)이었고, 연령분포에서는 40대가 97

명(33.0%), 50대 97명(33.0%), 60세에서 64세가 100명(34.0%)

였다. 연수입은 2000만원 이하 67명(22.8%), 2,000~3,000만원 

미만 72명(24.5%), 3,000~4,000만원 미만 43명(14.6%), 4,000~ 

5,000만원 미만 38명(12.9%), 5,000만원 이상 74명(25.2%)였다. 

교육정도는 고졸 54명(18.4%), 전문대졸 45명(15.3%), 대졸이

상 195명(66.3%)였으며,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은 있다가 

125명(42.5%), 없다 169명(57.5%)였다<Table 1>.

2. 양대구강병예방 지식, 올바른 구강위생용품사용, 구강병 

예방실천의 평균 표준편차

본 연구의 양대구강병예방 지식, 올바른 구강위생용품사용, 

구강병 예방실천 변인들이 정규성을 만족하는가 알아보기 위하

여 왜도와 첨도를 구하였으며, Kline(2005)의 기준에 따라 왜도

의 기준은 절대값 3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첨도 절대값 10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40세 이상 64세 미만인 중⋅장년층 응답자의 양대구강병 예방

지식은 14점 만점 중 평균 11.37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치아우

식 관련 지식은 7점 만점 중 평균 5.89점을 보였으며, 치주질환 

관련 지식은 평균 5.48점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은 평균 2.63점으로 보통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구강병 

예방실천은 평균 3.41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구성요인 중 식습관 

실천이 3.33점, 치아관리 실천이 3.58, 검진과 치료 실천 3.26점으

로 나타났다<Table 2>.

3. 양대구강병예방 지식, 올바른 구강위생용품사용, 구강병

예방실천의 관계

중⋅장년층의 양대구강병예방 지식, 올바른 구강위생용품사

용, 구강병예방실천의 관계를 상관분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양대구강병 관련 지식은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정의 

상관(r=.16, p<.01)을 가지며, 치아우식 관련 지식은 올바른 구강

위생용품 사용과 상관성이 없었으나 치주질환 관련 지식은 올바

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정의 상관성(r=.20, p<.0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구강병 관련 지식은 구강병 예방실천과 정의 상관(r=.23, 

p<.0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병 예방실천의 하위

Variables N %

Gender
Male 143 48.6

Female 151 51.4

Age

40~49  97 33.0

50~59  97 33.0

60~64 100 34.0

Annual income*

2,000 Under  67 22.8

2,000~3,000 Under  72 24.5

3,000~4,000 Under  43 14.6

4,000~5,000 Under  38 12.9

5,000 Over  74 25.2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54 18.4

Collage  45 15.3

Unversity+ 195 66.3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Yes 125 42.5

No 169 57.5

Income(year):*: 단위(만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N=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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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인 식습관 실천, 치아관리 실천, 검진과 치료 실천 요인 

모두와 유의한 정의 상관을 보였다(r=.14, .15, .23, p<.05). 치아

우식 관련 지식은 구강병 예방실천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하위요인중 식습관 실천과 정의 상관을 보였다(r=.14, p<.05). 

치주질환 관련 지식은 구강병 예방실천과 정의 상관(r=.25, 

p<.0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병 예방실천의 하위

요인중 치아관리 실천, 검진과 치료 실천 요인과 정의 상관을 

보였다(r=.20, .25, p<.001).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은 구강병 예방실천과 정의 상관

(r=.45, p<.0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병 예방실천

의 하위요인인 식습관 실천, 치아관리 실천, 검진과 치료 실천 

요인 모두와 유의한 정의 상관을 보였다(r=.24, .30, .46, p<.001).

중⋅장년층의 일반적 사항과 양대구강병예방 지식, 올바른 

구강위생용품사용, 구강병 예방실천의 관계를 상관분석한 결과

는 <Table 4>과 같다.

성별은 양대구강병 관련 지식 및 치주질환 관련 지식과 정의 

상관(r=.17, .17, p<.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는 상관성이 없었고, 구강병 예방실천과 

정의 상관(r=.15, p<.05)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병 

예방실천의 하위요인중 검진과 치료 실천 요인과 정의 상관을 

보였다(r=.16, p<.01).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구강병 예방지

식이 높고, 구강병 예방실천도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은 양대구강병 관련 지식 및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는 상관성이 없었고, 구강병 예방실천과 정의 상관(r=.28, p< 

.0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구강병 예방 

실천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Variables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Preventive knowledge about two major oral diseases 2.00 14.00 11.37 2.20 -1.45 2.63

- Knowledge related to dental caries  .00  7.00  5.89 1.06 -1.70 5.03

- Knowledge related to periodontal disease  .00  7.00  5.48 1.53 -1.11  .90

Correct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1.00  4.40  2.63  .68 -.12 -.01

Oral disease preventive practice 1.89  4.78  3.41  .52 -.04  .14

- Practice of dietary habit 1.00  5.00  3.33  .71 -.50  .68

- Practice of dental care 2.00  5.00  3.58  .57 .05  .01

- Practice of examination and treatment 1.00  5.00  3.26  .72 -.21  .29

<Table 2> Preventive knowledge about two major oral diseases, Correct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Oral disease preventive practice

Variables

knowledge 

about 

two major 

oral diseases

Knowledge 

related to 

dental caries

Knowledge 

related to 

periodontal 

disease

Correct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Oral disease 

preventive 

practice

Practice of 

dietary habit

Practice of 

dental care

Practice of 

examination 

and treatment

Knowledge about two 

major oral diseases
1.00

Knowledge related to 

dental caries
 .77*** 1.00

Knowledge related to 

periodontal disease
 .90***  .41*** 1.00

Correct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16**  .04  .20*** 1.00

Oral disease preventive 

practice
 .23***  .11  .25***  .45*** 1.00

Practice of dietary habit  .14*  .14*  .11  .24***  .61*** 1.00

Practice of dental care  .15**  .04  .20***  .30***  .85***  .43*** 1.00

Practice of examination 

and treatment
 .23**  .11  .25***  .46***  .85***  .34***  .50*** 1.00

*p<.05, **p<.01, ***p<.001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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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입은 측정변인들과 상관성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교육정도는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 및 검진과 치료실천과 

정적 상관(r=.12, .12, p<.05)을 보여, 교육정도가 높을 때 구강위

생용품 사용을 올바르게 하고, 치과검진 및 치료 실천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구강보건교육경험은 양대구강병 예방지식과는 상관성이 유

의하지 않았으나,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부의 상관(r=-.19, 

p<.001)을 보였고, 구강병 예방실천과도 부의 상관(r=-.33, p<.05)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구강위생용품 사용을 올바르게 하고, 구강병 예방실

천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4.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구강병 예방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장년층의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구강병 예방실천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양대구

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관련 지식 변인을 투입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투입되는 독립변수들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진단한 결과, 모든 변

인의 VIF 계수가 10 이하로 나타나 공선성 판단의 기준인 VIF 

10 이상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회귀모형에서 투입되는 독립 

변인들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에 의하면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에는 구강병 

교육경험(β=-.14, p<.05), 치주질환지식(=.19, p<.01)의 두 

변인이 유의하게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강병 

교육경험이 있을수록, 치주질환 지식이 높을수록 올바른 구강위

생용품 사용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이 올바른 구강위생

용품 사용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은 8.2%로 나타났다.

구강병 예방실천에는 성별(β=.11, p<.05), 연령(β=.27, p<.01), 

구강병 교육경험(β=-.26, p<.001), 치주질환지식(β= .17, p<.01)

의 세 변인이 유의하게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이 많을수록, 구강병 교육경험이 있는 

집단이, 치주질환 지식이 높을수록 구강병 예방실천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이 구강병 예방실천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

은 23.7%로 나타났다.

Ⅳ. 고찰

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대표적인 만성 구강질환에 속하는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등 양대구강병에 관한 예방지식이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구강병 예방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양대구강병 예방지식은 14점 만점 중 평균 11.37

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치아우식 관련 지식은 7점 만점 중 

평균 5.89점을 보였으며, 치주질환 관련 지식은 평균 5.48점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은 평균 2.63점으로 보통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환자유형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의 차이를 

분석한 김[17]의 연구에서 구강위생용품사용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지만 치주질환 관련지식은 낮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상반되었다.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칫솔질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구강위생용품 종류, 사용법 등 환자의 현재 구강상태에 따른 

Variables Gender Age Annual income
Degree of 

education

Educational 

experience of 

oral Diseases

Preventive knowledge about two major oral diseases .17** .01 .05 .09 -.07

Knowledge related to dental caries .11 -.06 .03 .10 .01

Knowledge related to periodontal disease .17** .06 .06 .06 -.10

Correct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05 .08 .08 .12* -.19***

Oral disease preventive practice .15* .28*** .07 .11 -.33***

Practice of dietary habit .05 .25*** .01 .05 -.19***

Practice of dental care .11 .24*** .05 .07 -.21***

Practice of examination and treatment .16** .21*** .08 .12* -.34***

*
p<.05, **

p<.01, ***
p<.001, Gender: M0, F1; Educational experience of oral diseases: Yes=0, No=1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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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육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20]의 연구에서는 치아우식 및 치주질환 관련 

지식에서 특정항목별 평균이하 수준의 지식정도를 보여 체계적

이고 전문적인 구강보건지식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바 있

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구강병 예방실천은 평균 3.41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구성요인 중 식습관 실천이 3.33점, 치아관리 실천이 

3.58, 검진과 치료 실천 3.26점으로 나타났는데, 원과 박[15]의 

연구에서 구강건강 실천 항목 중 치과방문, 정기적 치석제거 

모두 평균이하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되어 본 연구대상

자들의 구강병 예방실천 정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중⋅장년층의 양대구강병예방 지식, 올바른 구강위생용품사

용, 구강병예방 실천의 관계를 상관분석한 결과 양대구강병 관련 

지식은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정적 상관성을 가지며, 치아

우식 관련 지식은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상관성이 없었으

나 치주질환 관련 지식은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정의 상관

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노인들에게서 치주질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원과 박[1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나이가 들수록 구강건강을 

저해하는 더 큰 요소로 작용하는 치주질환을 관리하는데 칫솔 

이외 구강위생용품의 올바른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양대구강병 관련 지식은 구강병 예방실천과 정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병 예방실천의 하위요인인 식습

관 실천, 치아관리 실천, 검진과 치료 실천 요인 모두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치아우식 관련 지식은 구강병 예방실천과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고, 하위요인 중 식습관 실천과 정의 상관성

을 보였다. 치주질환 관련 지식은 구강병 예방실천과 정적 상관성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병 예방실천의 하위요인 중 

치아관리 실천, 검진과 치료 실천 요인과 정의 상관성을 보였다. 

치아우식 관련 지식의 경우 대상자들의 평소 먹는 음식과 관련이 

많다는 일반적 구강지식이 반영된 결과라 보여지며, 치주질환 

관련 지식은 식습관이 아닌 치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스케일

링을 비롯한 치아관리 및 검진과 치료가 관련이 높다 라고 인지하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t p VIF R²

Correct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Constant) 2.03 .31  6.57 .000

.082

Gender  .04 .08 .03   .43 .668 1.207

Age  .06 .05 .07  1.17 .244 1.032

Annual income  .02 .03 .04   .71 .481 1.201

Degree of education  .07 .05 .08  1.34 .181 1.135

Educational experience of oral 

diseases

-.20 .08 -.14 -2.42 .016* 1.089

Knowledge related to dental 

caries

-.03 .04 -.05 - .73 .463 1.236

Knowledge related to periodontal 

disease

 .08 .03 .19  2.96 .003** 1.261

Oral disease 

preventive practice

(Constant) 2.55 .22 11.77 .000***

.237

Gender  .12 .06 .11  2.00 .046* 1.207

Age  .17 .03 .27  5.15 .000*** 1.032

Annual income  .03 .02 .08  1.38 .170 1.201

Degree of education  .04 .04 .05   .96 .338 1.135

Educational experience of oral 

diseases

-.28 .06 -.26 -4.85 .000*** 1.089

Knowledge related to dental 

caries

 .02 .03 .03   .56 .577 1.236

Knowledge related to periodontal 

disease

 .06 .02 .17  2.98 .003** 1.261

Gender: M0, F1; Educational experience of oral diseases: Yes=0, No=1
*p<.05, **p<.01, ***p<.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the correct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and oral health preventiv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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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은 구강병 예방실천과 정의 상관성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병 예방실천의 하위요인인 

식습관 실천, 치아관리 실천, 검진과 치료 실천 요인 모두와 

유의한 정의 상관을 보여 양대구강병 예방실천을 위해서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은 칫솔사용과 더불어 평생 구강건강을 위한 

기초적이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중⋅장년층의 올바른 구강위생용품사용과 구강병예방실천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과 양대구

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관련 지식 변인을 투입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강병 교육 경험이 있을수록, 치주질환 

지식이 높을수록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치아우식증에 관한 지식은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예방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의 대상 연령이 대부분 치아우식보다는 치주질환으로 

인한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을 연령대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 보여진다. 유사한 결과로 박과 윤[19]의 연구에서 구강건

강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이 높게 나타났고, 

엄과 최[12]의 연구에서도 구강건강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칫솔 

이외의 구강위생용품 사용 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정[6]의 연구에서도 구강보건교육 경험에 따라 구강위생용

품 인지정도와 사용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때 학령기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

의 중요성과 구강상태의 변화 및 개별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구강위생용품사용의 중요성과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내용에 포

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된다.

구강병예방 실천에는 성별, 연령, 구강병 교육 경험, 치주질환

지식 변인이 유의하게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이 많을수록, 구강병 교육경험이 있는 집단이, 

치주질환 지식이 높을수록 구강병 예방실천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는데 도[20]의 연

구에서 성별에서 여자가,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구강건강

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 다른 결과

로 원과 박[15]의 연구에서는 방문보건경력이 구강건강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본 연구와 대상이 달라 일반적 

특성 항목을 구성함에 대상자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 보여진다.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중⋅장년층의 양대구강병 지식,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 구강병 예방 실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과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지역의 중⋅장년층을 연구 대상

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전체로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중⋅장년층의 양대구강병 예방지식이 올바른 구강위생

용품 사용과 구강병 예방실천에 미치는 영향관계 결과를 토대로 

양대구강병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건강한 노년

기를 대비하기 위한 향후 양대구강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제공을 포함한 구강보건교육, 개별 구강상태에 따른 구강위

생용품 사용의 중요성과 사용법 등을 포함한 중⋅장년층 구강관

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경남 Y지역에 거주 중인 40대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중⋅장년

층의 주요 만성적 구강건강 문제에 기반한 지식이 현재 구강위생

용품 사용과 구강병 예방 실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양대구강병 관련 지식은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정의 

상관성(p<.01)을 가지며, 구강병 예방실천과 정의 상관성

(p<.0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바른 구강위생용

품 사용은 구강병 예방실천과 정의 상관(p<.0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은 양대구강병 관련 지식 및 구강병 예방실천과 정의 

상관(p<.05)을 가지는 것으로 연령은 구강병 예방실천과 

정의 상관성(p<.0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정도는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 및 검진과 치료실천과 정의 상관

(p<.05)을 보였다. 구강보건교육 경험은 올바른 구강위생

용품 사용(p<.001) 및 구강병 예방실천과 부의 상관(p<.05)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구강위생용품 사용을 올바르게 하고, 구강병예방 

실천도가 높았다.

3.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구강병예방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에는 구강보

건 교육경험(β=-.14, p<.05), 치주질환지식(β=.19, p<.01)

의 두 변인이 유의하게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강병 예방실천에는 성별(β=.11, p<.05), 연령(β=.27, 

p<.01), 구강보건 교육경험(β=-.26, p<.001), 치주질환지

식(β=.17, p<.01) 변인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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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를 통해 성인의 대부분이 경험하며 평생 만성질환

으로 관리해야 할 양대구강병 관리에 관한 이해도와 실천도를 

높이고 대상자별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다가올 노년기의 건강관

련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고, 

본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향후 중⋅장년층을 포함한 성인인구의 계속구강건강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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