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구강건강은 상병에 이환되어 있지 않고 정신작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구강조직 및 장기의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구강의 주요 기능인 저작기능, 발음기능, 심미기능을 유지했

을 때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원활하게 유지되지만 치아우식병, 

치주병 등으로 주요기능이 상실되면 정신작용과 사회생활, 일상

생활에 장애를 주게 되므로 구강건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의 중간 단계로 이 시기

의 구강건강관리 습관은 청년기, 성인기, 노인기에 이르는 일생 

동안의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를 습득하고 습관화시킴으로써 구강건강관리 및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기이다[1].

청소년기에는 영구치 맹출이 완료되고, 치아우식증, 치주병 등

의 다양한 구강질환을 경험하기 쉽기 때문에 구강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2]. 특히 2020년 진료비 주요통계에서 다발

성 질병 순위를 보면 1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 4위 치아우식증이 

각각 차지하고 있다[3]. 질병별 외래 다빈도 질환을 보면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3위는 치아우식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기

부터 성인기에 이르는 치과 내원 일수를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내원 일수가 많아짐을 나타내고 있다[4]. 이에 청소년기에 노출

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이 후 심각한 후유증

을 남기게 되고 성인기에 치아 상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연간 치아 통증 경험률은 2016년 42.9%, 

2017년 43.2%, 2018년 42.9%, 2019년 42.7%, 청소년의 잇몸 

출혈 경험률은 2016년 18.5%, 2017년 19.5%, 2018년 19.2%, 

2019년 18.3%로 높게 나타났다[5].

청소년기에는 치아우식병과 치주병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것 

외에도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구강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 구강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알아

보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청소년 연구를 살펴보면, 하루 

칫솔질 횟수가 적을수록[2], 음주, 흡연, 7시간 이상 인터넷 사용, 

학교폭력 경험 등이 구강질환 경험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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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또 음주와 일일 칫솔질 2회 미만인 경우는 치주건강을 악화시

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7].

구강건강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로 구강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청소년은 여러 가지 활동에도 제약을 받게 되며, 구강

병으로 인한 결석 경험률이 중학생에서는 8.1%, 고등학생들에서는 

6.7%로 보고되었다[8].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를 

함에 따라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

게 되었다[9]. 인위적 사회적 고립에 따라 학생들은 우울과 불안, 

두려운 감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후유증

이 크다고 하였다[9].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소년은 또래

와의 정신적, 신체적 상호작용이 어려움에 따라 성인과 같은 안전, 

경제적, 불안, 우울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10].

이에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청소년들의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

치는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 

우울 등이 구강질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바

탕으로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구강건강행태, 심리상태

가 구강질환증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를 위한 포괄적 구강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8월~11월까지 조사한 제16차(2020년) 청소

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청

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을 근거로 

정부승인통계 조사(승인번호 제117058호)이며, 생명윤리 및 안

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2항 1호에 근거하여 기관생명윤

리위원회 심의 없이 수행되었다. 전국적으로 중학교 400개교와 

고등학교 400개교의 중1~고3 학생을 대상으로 57,925명 중 설문

조사를 완료한 54,948명(94.9%)이었다.

2. 연구변수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은 성별, 학년, 학업성적, 경제상태, 

흡연, 음주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 여, 학년은 중학교, 고등학교

로 구분하였고, 학업성적과 경제상태는 상, 중, 하, 흡연경험 유무, 

음주경험 유무로 구분하였다.

2) 구강건강행태 요인

구강건강행태 요인으로 하루 칫솔질 횟수, 점심식사 후 칫솔

질, 최근 12개월 동안 실란트 경험 유무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하루 칫솔질 횟수는 2회 이하, 3회, 4회 이상으로, 점심식사 후 

칫솔질은 안함, 가끔, 항상으로 재분류하였다.

3) 심리상태 요인

심리상태 요인은 스트레스 인지, 자살 생각 유무, 우울감 경험 

유무, 외로움 경험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스트레스 인지와 

외로움 경험은 없음, 가끔, 많이로 재분류하였다.

4) 구강질환증상

구강질환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구강질

환증상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치아가 깨지거나 부서짐’, 

‘먹을 때 치아가 아픔’, ‘치아가 욱신거리고 쑤심’, ‘잇몸이 아프

고 피가 남’의 증상을 최근 12개월 동안 경험한 적이 ‘있다’, 

‘없다’로 구분하여 이 중 한 가지 이상 경험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로 재분류하였다.

3. 자료분석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복합표본설계를 하였으므로, 데

이터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층화변수(strata), 집락변수(cluster), 가

중치(w)를 적용하여 복합표본분석방법(Complex sampling analysis)

을 활용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1.0 (IBM Co., Armonk, NY, USA)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강건강행태 요인, 심리상태

에 따른 구강질환증상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강질환증

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구강건강행태, 심리상태를을 독립변수로, 구강질환 증상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복합표본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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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강질환 증상 경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남자는 59.9%, 학교는 고등학교가 50.4%

로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중이 53.1%, 경제적 상태는 중이 

57.9%로 높게 나타났으며, 음주경험은 없음이 66.6%, 흡연경험

에서 없음이 89.8%로 높게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강질환 증상 경험에서 성별은 

‘여자’ 54.5%, ‘남자’ 45.9%로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구강질

환 증상 경험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001), 학년은 ‘고등학

교’ 52.9%, ‘중학교’ 47.2%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학업성적은 ‘중’ 49.4%, ‘상’ 50.3%, ‘하’ 52.9% 순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p<0.001), 경제적 상태는 ‘상’ 47.6%, ‘중’ 51.4%, ‘하’ 

58.3% 순으로 유의하게 구강질환 증상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음주경험(유:56.6%, 무: 46.8%)과 흡연경험

(유:58.4%, 무: 49.1%)이 있을수록 구강질환 증상 경험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Table 1).

2. 구강건강행태에 따른 구강질환 증상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행태에서 하루 칫솔질 횟수는 4회 이상

이 47.7%, 점심식사 후 칫솔질은 안함이 47.1%, 실란트경험 없음

이 71.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행태에 따른 구강질환 증상 경험에서 하루 칫솔질 횟수는 

‘4회 이상’ 47.6%, ‘3회 이하’ 51.4%, ‘2회 이하’ 57.6% 순으로 유의하

게 구강질환 증상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001), 

점심식사 후 칫솔질은 ‘가끔’ 48.3%, ‘안함’ 50.8%, ‘항상’ 5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실란트경험은 ‘있음’ 61.4%이 

‘없음’ 45.6%보다 유의하게 구강질환 증상 경험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p<0.001, Table 2).

3. 심리 상태에 따른 구강질환증상

연구대상자의 심리상태는 스트레스는 가끔이 44.5%, 자살생각

이 없음 89.1%, 우울감 없음 74.8%, 외로움 경험 없음이 51.4%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상태에 따른 구강질환 증상 경험에서 스트레스는 ‘없음’ 

36.8%, ‘가끔’ 49.3%, ‘많이’ 58.3% 순으로 유의하게 구강질환 

증상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자살생각이 있음 

62.7%로 없음 48.5%보다 구강질환 증상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우울감 경험은 있음이 60.7%로 없음 46.5%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 외로움 경험은 ‘없음’ 41.9%, 가끔 56.4%, 많이 64.2%로 구강

질환 증상 경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Table 3).

구분
Total Oral disease symptoms

p-value
N(%) No Yes

Gender Male 28353(59.9) 15507(54.1) 12846(45.9) <0.001

　 Female 26595(48.1) 12121(45.5) 14474(54.5)

School Middle school 28961(49.6) 15319(52.8) 13624(47.2) <0.001

　 High school 25987(50.4) 12309(47.1) 13678(52.9)

Academic achieverment High 20146(36.9) 10084(49.7) 10062(50.3) <0.001

　 Middle 29269(53.1) 14951(50.6) 14318(49.4)

　 Low  5533(10.0)  2593(47.1)  2940(52.9)

Economic status High 21339(39.9) 11311(52.4) 10028(47.6) <0.001

　 Middle 32334(57.9) 15783(48.6) 16551(51.4)

　 Low  1275( 2.2)   534(41.7)   741(58.3)

Alcohol No 36591(66.6) 19634(53.2) 16957(46.8) <0.001

　 Yes 18357(33.4)  7994(43.4) 10363(56.6)

Smoking No 49318(89.8) 25310(50.9) 24008(49.1) <0.001

　 Yes  5630(10.2)  2318(41.6)  3312(58.4)

Total 27628(49.9) 27320(50.1)

P-value determined by Chi-squared test.

<Table 1> Oral disease symptom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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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강질환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강질환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성별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1.283배 높았고, 학교는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가 1.169

배 높았으며, 학업성적은 상에 비해 중이 0.885배 낮았다. 경제적 

상태는 상에 비해 중이 1.213배 높았고, 음주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가 1.299배 높았다. 흡연경험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1.151배 높았다.

하루 칫솔질 횟수는 2번 이하에 비해 3회가 0.634배 낮았고, 

4회 이상이 0.824배 낮았다. 점심식사후 칫솔질은 안함에 비해 

항상하는 것이 1.074배 높았고, 실란트 경험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1.870배 높았다.

스트레스는 없음보다 가끔이 1.436배, 많이가 1.129배 높았고, 

자살생각이 없다에 비해 있다가 1.072배 높았고, 우울감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있는 사람이 1.192배 높았고, 외로움 경험이 없음에 

비해 가끔이 1.687배, 많이가 1.157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구분
Total Oral disease symptoms

　p-value
N(%) No Yes

Stress No 11907(21.4)  7360(61.4) 4547(38.6) <0.001

　 Sometimes 24379(44.5) 12448(50.7) 11931(49.3)

　 A lot 18662(34.1)  7820(41.7) 10842(58.3)

Suicidal thoughts No 48969(89.1) 25402(51.5) 23567(48.5) <0.001

　 Yes  5979(10.9) 2226(37.3)  3753(62.7)

Melancholy No 41108(74.8) 22163(53.5) 18945(46.5) <0.001

　 Yes 13840(25.2)  5465(39.3)  8375(60.7)

Loneliness No 28259(51.4) 16523(58.1) 11736(41.9) <0.001

　 Sometimes 18923(34.5)  8302(43.6) 10621(56.4)

　 A lot 7766(14.1)  2803(35.8)  4963(64.2)

Total 27628(49.9) 27320(50.1)

P-value determined by Chi-squared test.

<Table 3> Oral disease symptoms according to psychological state

　구분
Total Oral disease symptoms

p-value
N(%) No Yes

Tooth brushing frequency(daily) ≤2times  4308( 7.7)  1815(42.4)  2493(57.6) <0.001

　 3times 24328(44.6) 11897(48.6) 12341(51.4)

　 ≥4times 26402(47.7) 13916(52.4) 12486(47.6)

Tooth brushing frequency(after lunch) No 24744(47.1) 12223(49.2) 12521(50.8) <0.001

　 Sometimes 18621(33.1)  9747(51.7)  8874(48.3)

　 Always 11583(19.8)  5658(48.7)  5925(51.3)

Dental sealant No 39775(71.9) 21721(54.4) 18054(45.6) <0.001

　 Yes 15173(28.1)  5907(38.6)  9266(61.4)

Total 27628(49.9) 27320(50.1)

P-value determined by Chi-squared test.

<Table 2> Oral disease symptoms according to oral health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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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2020년도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강건강행태 및 심리상

태 요인이 구강질환증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청소

년의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

여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구강건강행동 및 구강병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중 성별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1.283배 높게 구강질환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과 정[11]의 연구에서도 남자에 비해 여자가 구강질

환증상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12]의 연구에서도 여학

생에서 치아깨짐이나 잇몸이 아프고 피가 나는 증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사춘기 동안 

젊은 여성은 성숙과 관련 있는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여 치은의 혈액공급이 많아지게 된다. 

이것은 음식물 잔사, 치태와 치석 등의 자극에 잇몸이 더 예민하

게 반응하게 만들며, 치은은 국소적인 자극요소에 반응하여 붓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월경 또한 치은염을 더 유발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여학생들이 구강질환증상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13].

학교는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가 1.169배 높게 나타났으며, 

정과 장[11]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구강질환

증상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구강보건교육 기회가 줄어들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

로 보고하였다[14].

음주경험과 흡연경험은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가 각각 

1.299배, 1.15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이 증가할수록 

치과외래방문과 이용횟수가 유의 하게 증가하였으며, 흡연년수

가 증가할수록 치과외래 이용횟수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연구

보고가 있다[15].

김 등[16]은 음주경험이 낮을수록 구강질환 경험이 감소한다

고 하였으며, 김 등[7]은 음주빈도가 높을수록 출혈치석 유병률

이 높았다. 또 흡연 경험이 높을수록 구강질환 경험이 높아지며, 

청소년의 흡연이 치아우식 경험과 치주상태 악화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16]. 이에 따라 청소년기의 

Variables (reference) Division OR 95%Cl p-value

Gender(Male) Female 1.283 1.234-1.335 <0.001

School(Middle school) High school 1.169 1.123-1.217 <0.001

Academic achieverment(high) Middle 0.885 0.829-0.944 <0.001

Low 1.019 0.960-1.082  0.527

Economic status(high) Middle 1.213 1.073-1.372  0.002

Low 1.098 0.972-1.240  0.132

Alcohol(no) Yes 1.299 1.247-1.354 <0.001

Smoking(no) Yes 1.151 1.083-1.223 <0.001

Toothbbrushing frequncy(daily)

(≤2 times)

3 times 0.634 0.589-0.683 <0.001

≥4 times 0.824 0.791-0.858 <0.001

After lunch tooth brushing(no) Sometimes 0.972  0.92-1.024  0.282

Always 1.074 1.020-1.131  0.007

Dental sealant(no) Yes 1.870 1.799-1.943 <0.001

Stress(no) Sometimes 1.436 1.360-1.516 <0.001

A lot 1.129 1.079-1.181 <0.001

Suicide(no) Yes 1.072 1.011-1.137  0.020

Melancholy(no) Yes 1.192 1.138-1.248 <0.001

Loneliness(no) Sometimes 1.687 1.586-1.793 <0.001

A lot 1.157 1.090-1.227 <0.001

P-value determined by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able 4> Factors affecting oral disease symptoms in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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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과 금주에 대한 보건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

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루 칫솔질 횟수는 2번 이하에 비해 3회가 0.634배, 4회 

이상이 0.824배 구강질환증상이 낮게 나타나, 칫솔질 횟수가 

증가할수록 구강질환증상이 줄어듬을 나타내고 있다. 정과 장

[11]의 연구에서도 칫솔질 횟수가 적을수록 구강질환증상이 더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칫솔질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17],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절의 구강상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칫솔질 교육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18]. 특히 칫솔질은 칫솔질의 횟수나 

시간보다는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에 따라 치면세균막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19]. 이에 따라, 중⋅고등학생 대상 구강보건교육시 올바른 

칫솔질 교육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함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스트레스는 없음보다 가끔이 1.436배, 많이가 1.129배 높았고, 

자살생각이 없다에 비해 있다가 1.07배 높았고, 우울감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있는 사람이 1.192배 높았고, 외로움 경험이 없음에 

비해 가끔이 1.687배, 많이가 1.157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집에 있는 시간과 심리적 피로감이 

증가함에 따라 스트레스가 구강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이

라는 가정과 같이 심리적 요인들은 모두 구강질환증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스트레스로 인해 구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치아우

식병, 치주병 등 다양한 구강질환증상도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20, 21], 홍[22]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나타나

는 반응이 스트레스로 자율신경계, 면역계에 작용되어 질환을 

야기하고, 구강점막질환, 만성신경통증 등 구강건강 위험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22]. 이에 따라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더불어 구강관리에 더욱 신경쓸 수 있도록 유인 요인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여러 선행연구에서 구강보건행태와 구강건강과의 관

련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보고 된 바 있으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강건강행태과 심리적 요인 3가지가 구강질환증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단면연

구로서 기존 변수를 사용하여 구강건강행태과 심리적 요인 등이 

구강질환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익명성의 제16차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기반으로 다양한 외부적 

요인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어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중학교 400개교와 고등학교 400개교의 

중1~고3 학생 54,948명(94.9%)을 대상으로 구강건강행태와 심

리적 요인이 구강질환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복합표본분석법으로 분석

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강질환증상에서 성별은 ‘여자’ 

54.5%, ‘남자’ 45.9%, (p<0.001), 학년은 ‘고등학교’ 52.9%, 

‘중학교’ 47.2%로 구강질환증상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음주경험(유:56.6%, 무: 46.8%)과 흡

연경험(유:58.4%, 무: 49.1%)이 있을수록 구강질환증상 

경험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2. 건강행태에 따른 구강질환 증상에서 하루 칫솔질 횟수는 

‘4회 이상’ 47.6%, ‘3회 이하’ 51.4%, ‘2회 이하’ 57.6% 

순으로 유의하게 구강질환증상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p<0.001).

3. 심리 상태에 따른 구강질환증상에서 스트레스는 ‘없음’ 

36.8%, ‘가끔’ 49.3%, ‘많이’ 58.3% 순으로 (p<0.001), 

자살생각이 있음 62.7%이 없음 48.5%보다(p<0.001). 우울

감경험은 있음 60.7%이 없음 46.5%보다 구강질환증상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로움 경험은 ‘없음’ 

41.9%로 ‘가끔’ 56.4%, 많이 64.2%로 구강질환증상 경험

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4. 구강질환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

가,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가, 음주와 흡연 경험 없는 경우

보다 있는 경우가 구강질환증상이 더 높았으며, 하루 칫솔

질 횟수가 많을수록 구강질환증상이 낮게 나타났고, 심리적 

요인이 부정적일수록 구강질환증상 경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구강질환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주기적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적절한 구강건

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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