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만 19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면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 군인의 건강은 군의 임무 수행과 직결되며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책임진다[1]. 특히 전신건강의 거울이라 

할 수 있는 구강건강은 각 개인의 건강한 삶과 국가 안보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2]. 그러나 군인들의 근무지 

특성상 군부대는 빠르고 직접적인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바다, 

섬, 오지 등에 있고 부대가 시내에 근접하더라도 필요한 때에 

바로 치료를 받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3]. 특히 20대 

초반의 연령은 보호를 받던 미성년자 신분에서 자기 책임감이 

중요해지는 성인이 되는 시기로 건강유지에 대한 자기조절능력

이 필요하다[4]. 구강건강 측면에서는 치주질환이 빈번하게 유발

되어 구강관리능력이 평생의 치아 건강에 영향을 준다[5]. 

미국은 ‘Tricare Dental Program’을 진행하여 군인이 군 복무 

동안 구강검진을 90%이상 받도록 하여 군인의 처우를 보다 

높게 인정해주고 있다[4][6]. 필요한 경우에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에게 구강 검진을 받도록 하여 군인들의 구강 건강을 

보장해 준다. 그러나 국내 군인들은 구강보건혜택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2007년 6월부터 ‘병 전역 전 건강검진 및 입대 후 

구강검진’이라는 사업을 선택적으로 실시해왔다[7]. 또한 ‘12-16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을 발표하여 2013년부터 입대 후 1년이 

지난 모든 병사를 대상으로 구강검진 포함 18개 항목의 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는 등 구강관련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8]. 이러한 

정책이 개선되는 이유는 군인의 구강건강 필요성을 설명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 

따르면 군인은 대학생보다 불소와 치면열구전색에 대한 인식이 

낮고, 흡연율도 높으며 구강보건교육 경험도 적다고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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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9]의 연구에서는 잠자기 전 칫솔질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군인들의 응답이 많았으며 치과치료와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

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군인의 구강건강관리는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계속적이고 다양한 구강보건교육이 진행되어야 함을 선행연구

를 통해 알 수 있다. 군인은 구강보건이 필요한 특수 대상자로 

다뤄져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들에 의하면 

구강관리행태, 인식 및 실천 정도에 대한 부족한 실태조사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인의 구강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필요사항과 정책발안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는 현재까지의 군인 대상 국내 문헌들에 대한 주제 고찰 수행이 

필요하다. 향후 필요한 연구방향은 무엇이며 구간건강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포괄적인 고찰이 우선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문헌을 전반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한 질적 분석의 

문헌고찰을 통해 군인 구강건강을 위한 연구방향과 실무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헌고찰 방법 중 하나로 소개되는 전통적 문헌고찰(literature 

review)은 넓은 범위의 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보여줄 

수 있지만, 문헌 선정기준에 대한 편향 가능성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1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제 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이 활용될 수 있다. 주제 

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은 Arksy와 O'Malley[11]가 제

안한 것으로 특정 연구 영역에 관한 문헌들을 매핑(mapping)하

여 이를 뒷받침 하는 개념, 자료, 근거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12]. 특히 임상실무자, 연구자에게 향후 연구 활동의 

범위와 성격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되며 포괄적으로 

리뷰 된 적이 없는 경우 체계적 문헌고찰의 주제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13][14]. 불필요한 반복연구를 피하고, 체계적인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들의 정형화 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인의 구강건강 관련 주제로 

보고된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확인하고 임상 실무자와 연구자

에게 향후 필요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내용 및 방법

군인의 구강건강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채택한 연구 

방법은 문헌고찰 방법 중에서 주제 범위 문헌고찰이다. 이 방법은 

연구 주제를 도출하고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하기에 유용하

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주제 범위 문헌고찰 지침(Scoping 

review guideline)에 따라 5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는 연구 질문 형성(Identifying the research question)단

계로 연구 질문을 형성하여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의 접근을 

명확하게 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관련 연구 확인(Identifying relevant studies)단계로 

문헌 검색 단계이다. 검색의 범위와 실용성을 고려하여 제한요인

들을 사전에 확인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단계는 연구 선택(Study selection)단계로 연구 질문과 관련

된 연구 선정 및 제외과정을 통해 최종분석에 사용되는 연구를 

신중하여 선택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데이터 기록(Charting the Data)단계로 수집된 자료

를 분류하고 데이터로 정리하는 단계이다. 분석하고자 하는 문헌

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다.

5단계는 분석, 요약과 결과보고(Collating, Summarizing and 

Reporting Results) 단계로 연구 목적과 질문에 따른 결과의 

의미를 분석 및 토의하는 단계이다.

2. 자료분석

1) 1단계: 연구 질문 형성

주제 범위 문헌고찰에서의 연구 질문은 앞으로 이어질 단계를 

위한 첫 단계이므로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13]. 따라서 초점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념, 인구집단, 건강결과와 연구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14]. 본 연구는 ‘군인의 구강건강과 관련된 

학술지 연구의 동향은 어떠한가?’, ‘군인에게 추후 필요한 구강건

강 관련 연구방향과 실질적 도움이 요구되는 영역은 무엇인가?’

를 연구 질문으로 설정하였다.

2) 2단계: 관련 연구 확인

관련 연구를 확인할 때 검색 데이터베이스, 검색어, 연구의 

선정 및 배제 기준 등을 사전에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한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국회전자도서관(National assembly 

library, NAL),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학술지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orean medical database; KMbase)

를 이용하였다.

논문 검색어는 군인 관련 용어(군인, 장병, 장교, 병사, 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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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해군, 공군, 부사관)와 주제관련 용어(구강, 치과)로 설정하

였다. 각각의 검색어는 ‘OR’와 ‘AND’로 연결하여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중 본 연구 질문과 관련 없는 자료는 제외하였다.

문헌 선정 기준은 첫째,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약 30년 

동안 발표면 국문과 영문으로 출판된 연구이다. 둘째, 연구 진행

시기에 군인 신분의 대상자로 수행한 연구이다. 셋째, 온라인으

로 원문 확인이 가능한 연구이다. 또한 연구 유형에 관계없이 

군인의 구강을 주제로 연구된 조사연구와 실험연구 모두를 포함

하였다. 문헌 배제 기준은 첫째, 국문과 영문 외의 언어로 출판된 

연구이다. 둘째, 온라인으로 원문 확인이 되지 않는 연구이다. 

셋째, 전체 연구 대상자가 군인이 아닌 일반인 및 대학생 중에 

군인 신분의 대상자가 소수 포함되어 있는 연구이다. 데이터베이

스를 통한 최종 문헌 확인은 2021년 9월에 수행되었다.

3) 3단계: 연구 선택

주제 범위 문헌고찰은 체계적 문헌고찰보다 광범위한 기준을 

가지므로 질 평가 과정은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질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다[15]. 다만 2인의 연구자가 문헌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단계별로 대상 문헌을 선택하였으

며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될 문헌은 반드시 원문으로 검토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연구 질문과 관련 있는 문헌을 선택할 때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초록을 검토하였고 문헌 선정이 

일치하여 제 3자에게 최종 검토를 의뢰할 필요가 없었다. 연구 

선택 기준에 따라 문헌을 선정한 과정은 <Figure 1>과 같다.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집된 문헌은 총 613건 이었으며, 

학위논문 및 단행본 304건을 제외하여 국내 학술지 문헌으로 

구성하였다. 이어 검색 데이터베이스 간의 중복 논문 214건을 

제외하고 남은 95건의 문헌을 2인의 연구자가 연구 제목과 초록

을 검토하여 연구 질문과 무관한 68건의 문헌을 제외하여 최종 

선택된 문헌은 27건이다.

4) 4단계: 데이터 기록

본 연구자들은 자료 도출을 위해 문헌들을 목록화하고 사전에 

정한 양식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정리하였다. 주로 연구 대상, 

연구 주제, 연구 방법 등과 같은 정보를 기입하며, Arksy와 

O'Malley[11]의 권고에 따라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도출 시 Armstrong 등이 제시한 주제 범위 문헌고찰의 기준을 

참고하여 연구동향 분석과 연구주제 분석으로 나누어 시행하였

다. 연구동향 분석내용은 문헌 발표 연도, 연구 출처, 연구 대상, 

연구방법을 포함하며, 연구주제 분석 내용으로는 문헌 내용에 

따라 구강건강실태, 구강건강관리, 구강질환, 생활습관, 정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된 데이터는 연구자 각자 

작성한 코딩 자료를 비교하며 집중적 토의를 하여 하나의 자료로 

도출하였다.

5) 5단계: 분석, 요약과 결과보고

본 연구자들은 최종 선정된 문헌의 원문을 확보하여 분석하였

으며 도출 자료를 비교 대조하고 상호 협의하여 정리하였다. 

최종 분석에 선정된 문헌들은 연구동향 분석과 연구주제 분석으

147 studies

NDSL

54 studies

NAL

368 studies

RISS

34 studies

KCI

10 studies

KMbase

613 studies

Thesis excluded 304 studies

309 studies

Duplication excluded 214 studies

95 studies

Irrelevant topic excluded 68 studies

27 studies

<Figure 1> Flow chart of literature 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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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고 개괄적인 내용은 표와 그림으

로 제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동향 분석

1) 연구 출처

군인 대상 구강건강을 연구한 논문은 13개의 학술지에서 발간

되었다. 이 학술지들의 연구 영역을 분류해보면 <Table 1>과 

같다. 총 4개의 대분야 영역과 7개의 중분야 영역으로 나누어진

다. 대분야의 의약학 분야가 23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사회과

학, 농수해양, 공학 분야에서 1~2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의약학 분야의 중분야 치의학이 10편(37.0%)으로 가장 많았으

며, 한국치위생과학회지(4편), 대한치과의사협회지(2편), 대한

치위생과학회지(2편),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1편), 한국임상

치위생학회지(1편)에서 발표되었다. 그 다음은 의약학 분야의 

중분야 기타의약학이 9편(30.2%)으로 많이 쓰여 졌고 한국치위

생학회지(8편), 한국위생과학회지(1편)에서 발표되었다.

의약학 분야가 아닌 그 외 분야에서도 발표된 연구가 있다는 

것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군인대상 구강건강 연구가 진행되었

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을 분석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육군 병사 

대상 연구가 18편으로 전체 66.7%이다. 그 다음으로는 공군 

2편(7.4%), 경찰부대원이 2편(7.4%)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밖의 

해군, 의무병, 직업군인, 학군단 후보생, 군병원 외래환자 군인 

대상 논문은 1편 씩 조사되었다.

3) 연구방법

연구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연구방법을 

구분하기 위해 김[16]이 개발한 분류기준에 따라 확인하였고, 

총 6가지 연구방법(설명적 연구, 중재실험 연구, 질적연구, 2차 

자료연구, 척도개발 연구, 다중 연구)중 3가지 방법만으로 분류되

었다. 설명적 연구는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대상자가 

응답하는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로 분류하였고, 다중 연구는 2개 

이상의 연구방법을 활용한 경우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연구 27편 중 24편의 연구가 설문지를 활용한 

설명적 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88.8%). 2개 이상 변수간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대다수였다. 그 다음으로 2편의 다중 

연구 방법이 이용되었다(7.4%). 사용된 연구 방법은 대상자 기입 

설문지와 함께 전문가의 구강검사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와 함께 

적용되었다. 중재실험 연구는 1편으로 확인되었는데, 대조군을 

설정하여 구강보건교육 중재와 구강관리평가 방법의 비교를 

검증하는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Large category Medium category N (%)

Medicine and pharmacy Basis dentistry  2 ( 7.4)

Dentistry 10 (37.0)

Health science  2 ( 7.4)

Other medicine and pharmacy  9 (33.4)

Social science Military science  2 ( 7.4)

Agriculture fisheries 

oceanography

Food science  1 ( 3.7)

Engineering electronic/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1 ( 3.7)

<Table 1> Category of research (N=27)

Types of subject N (%)

Army 18 (66.7)

Air force  2 ( 7.4)

Navy  1 ( 3.7)

Army medic  1 ( 3.7)

Police units  2 ( 7.4)

Career soldier  1 ( 3.7)

Cadet of ROTC  1 ( 3.7)

Military hospital outpatient  1 ( 3.7)

<Table 2> Subject of research (N=27)

<Figure 2> Resear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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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주제 분석

연구 주제의 범주를 구분하기 위해 이[17]의 한국 치위생학 

연구주제에 대한 고찰 연구를 참고하여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로 

구분하였다. 첫째,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것으로 구강건강실태

(칫솔질횟수, 치아 상태, 치과치료 경험 등), 구강건강지식, 구강

건강인식, 구강건강태도, 구강건강실천, 구강건강행태 등의 주제

어로 설명된다. 둘째,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것으로 구강보건교

육, 구강관리용품, 치과방문내역, 구강건진 및 스케일링 경험 

등의 주제어로 구분된다. 셋째, 구강질환은 치아우식증, 치주질

환 등 구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증상에 대한 범주인데 본 연구에

서 확인된 문헌들에서는 구취만 해당되었다. 넷째, 생활습관에 

대한 것으로 흡연, 음주, 식습관, 간식섭취습관 등의 주제어이다. 

다섯째, 정서적 측면으로 스트레스, 우울감, 행복감 등으로 구분

된다. 이와 같은 범주에 따라 군인의 구강건강 연구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 구강건강상태, 지식, 태도, 실천, 행태 등을 포함한 

구강건강상태 연구가 15편으로 약 55.5%로 연구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연구자 마다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는 척도를 

칫솔질 횟수와 시기, 치과 방문, 치과 치료 경험,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 등 각기 다른 범주로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치면세균막과 

치석 유무, 치은염 정도, 치은 출혈 등에 관한 내용을 연구 대상자

가 직접 기입하는 설문 방법과 전문가가 구강검사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많이 진행된 연구는 생활습관 연구가 6편(22.2%)으

로 집계되었다. 생활 습관 중에서는 흡연에 따른 구강건강연구가 

4편이었으며, 식습관과 간식섭취성향에 따른 연구가 2편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정서적 측면인 스트레스, 우울감, 행복감과 

구강건강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3편(11.1%)이었으며,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관리용품사용에 관한 구강건강관리 주제

의 논문이 2편(7.4%), 구취자각 주제의 논문이 1편(3.8%)으로 

조사되었다.

군인의 구강건강 연구 동향을 보다 다각적인 차원으로 분석하

기 위해 발표 연도와 연구 방법에 따라 살펴보았다.

1) 발표 연도별 연구주제 내용

군인 대상 구강건강을 연구한 논문은 1992년 <국군 장병 

구강보건 실태조사>라는 연구로 시작되었으나 2004년까지 긴 

공백기를 보이다가 2005년 <장병 구강건강 실태변화에 관한 

조사연구>로 다시 시작되어 <장병의 구강건강관리행위별 구강

병 예방효과>와 <일부 국군병사의 구강보건 지식, 태도 및 실천

에 관한 조사>연구로 총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 후, 2007년

(2편), 2009년(2편), 2010년(3편), 2012년(2편), 2013년(3편), 

2014년(2편), 2016(3편), 2017년(3편), 2018년(1편), 2019년(2

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2005년부터는 꾸준히 연구가 진행

되기는 하나 1~2년의 연구 미발표 공백기도 있으며 발표되는 

논문 수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까지 

구강보건 지식, 태도, 실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2012

년부터 2013년까지는 구강건강관심과 구강건강 인식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이어서 2014년부터는 특정 생활습관이나 

구강증상인 구취, 흡연, 간식섭취 등의 다양한 인과관계를 밝히

기 시작하였다. 2016년은 공군대상 구강보건교육 효과를 확인하

였으며 2017년부터는 행복감, 우울감 등과 같은 정서적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2) 연구 방법별 연구주제 내용

설명적 연구가 전체 연구의 66.7%를 차지하는 대부분 자기기

입식 설문지를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었다. 건강신념모델에 따른 구강건강 지식, 

태도, 실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연구, 다양한 독립변

수(스트레스, 흡연, 구강관리용품, 간식섭취 등)가 구강건강인식

이나 구강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

었다. 1편의 실험논문이었던 구강보건교육효과 비교 연구는 대

조군 연구로 설계되었다. 구강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 치면

착색제 없이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집단, 치면착색제를 이용하여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집단으로 구성하여 효과를 비교한 결과 

구강보건교육 중재에 따라 구강건강상태가 좋아졌으며 치면착

색제 사용은 대상자의 동기유발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이다.

Category Subcategory N (%)

Oral health status
Oral health condition & knowledge & 

attitude & practice & behavior
15 (55.5)

Oral health care Oral care education, oral care products  2 ( 7.4)

Oral disease Halitosis  1 ( 3.8)

Life style Smoking, diet  6 (22.2)

Psychological Stress, depression, euphoria  3 (11.1)

<Table 3> Topic of research (N=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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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군인의 구강건강 연구 동향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군인이라는 대상은 보건학적으로 건강한 연령의 집단으로 추측

할 수 있으나 학업에 집중한 청소년기를 지나 대학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활동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건강에 소홀한 대학생활을 보내다가 온 집단이다[18-19]. 따라서 

초등학교 이후 제대로 된 구강관련 정보와 교육이 부족하고 

평생을 좌우할 구강관리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중요한 대상이

다. 그러나 군인에 대한 구강건강 관련 연구가 꾸준히 보고는 

되었으나 주제와 방법이 정체되어 있어 발전적인 방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고된 관련 연구의 전반적 

흐름과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고 시사하는 

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제 범위 문한고찰 방법으로 

분석하여 재해석 하였다.

분석 결과 첫 군인대상 구강건강 연구는 1992년 발표되었고 

정체기를 보이다가 2005년에 두 번째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 

후 꾸준히 연구는 진행되어 왔으나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는 눈에 

띄게 보이지 않으며 전체적으로도 연구 발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가 발간된 학술지의 종류를 영역별로 구분해

본 결과 의약학 분야가 8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외 사회

과학분야의 군사학, 농수해양 분야의 식품과학, 공학의 전자⋅정

보통신공학 등의 분야에서도 군인대상 구강건강관련 논문이 

출판되었다. 이는 군인 집단의 건강문제는 타 영역 분야에서도 

관심분야이며 중요한 영역으로 다룬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대상은 육군 병사가 66.7%, 다음 공군과 경찰부대원이 7.4%, 

그 밖에 해군, 의무병, 직업군인, 학군단 후보생, 군병원 외래환자 

등으로 여러 직급과 직무에 배치된 군인들로 나타났다. 보고된 

연구에서 확인된 연구방법은 설명적 연구, 중재실험연구로 나뉘

어졌다. 전체 논문 중 88.8%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설명적 연구였으며, 1편의 논문

이 구강보건교육의 효과를 확인하는 중재실험 연구였다. 또한 

연구 주제별로 구분한 결과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주제가 55.5%

로 나타났다. 이는 구강건강실태, 구강건강지식, 구강건강태도, 

구강건강실천, 구강건강행태 등 조사 시점의 대상자의 구강건강

에 대한 관심도와 실천도를 척도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추후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구강증상, 구강질환, 생활

습관, 정서적 측면의 분야와 상관성 및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다양한 분야에서 주의 깊게 

생각하는 대상자와 주제이지만 발표되는 연구가 적은 이유는 

군인 대상자와의 접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부대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사회와 분리되어 있는 

대상자이며 복무 기간 동안 나라의 국가 안보에 집중하고 훈련을 

받는 집단으로 일반인과의 소통과 접촉의 기회가 한정되어 있어

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군인을 대상으로 독립적이고 비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군인으로 복무하는 동안 다양한 직무와 부대, 직급으

로 분류되어 있고 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방법이나 정보 습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1],[3]. 육군과 달리 해군과 공군은 육지에서 떠나 

장기간 훈련을 나가는 상황이 빈번하므로 환경 특성에 따라 구강

관리측면에 차별화를 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6]. 부사관, 

직업군인 등은 일반사회와 소통이 가능하고 부대가 일반인의 직장

과 같은 곳이므로 직장인 구강관리와 비교하거나 더 집중해야할 

부분을 확인 할 수 있다[8]. 의무병과 군병원에서 근무하는 군인

은 보통 의학계열과 보건계열 전공자로 부대 내에서 전문적인 역량

을 발휘할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상자가 육군 

병사에 한정된 것으로 분석되어 있는 점을 보완한다면 군인에게 

맞춤형 구강관리가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입대 시기에 따라 

입대 전, 입대 후, 전역 직후, 예비역 신분기간에 따른 구강관리측

면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중⋅장년층과 노년기의 

자가 구강관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군인 대상에게 다양한 연구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건강과 보건관련 연구에서는 설명적 연구, 실험 및 중재 연구, 

사례 및 증례연구, 질적 연구, 통계 DB연구 등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결과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설명적 연구에 국한되어 있어 추후 군인을 위한 구강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

로 군인 집단 대상의 연구를 고려할 때 일반인의 출입과 만남이 

제한되고 독립적 생활을 하는 대상으로서 설명적 연구 이외의 

다른 연구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분석에 해당된 이 

등[20]의 실험 연구 논문을 통해 대조군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군 비행단에서 복무하는 군인에게 연구 참여희

망자를 조사하여 음성대조군, 양성대조군, 실험군으로 구분하고 

주 1회 구강보건교육을 총 4회 실시하여 구강위생상태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로 보아 군인 대상으로도 실험과 중재 연구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구강보건

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나 대부분 성인이 되어서는 교육

전달이 중단되고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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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해져있는 기간 동안 한 곳에 모여 있는 집단이므로 계속적

으로 관찰할 수 있는 연구가 구강보건교육전달과 함께 진행된다

면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사료된

다. 다수의 실험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수의 대상자로 연구가 가능한 증례연구 및 질적연구도 적용하

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할 것이다. 현재 부족하고 보완이 필요

한 현실을 실무에 적용하고 대상자를 위한 정책이 발안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군인 구강관련 연구 주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 주제는 구강건강관련 실태, 인식, 행태만을 보고하

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에 보고된 연구부터 2010년 후반까지 

보고되고 있는 연구 주제를 나열해보면 모두 비슷한 영역들이다. 

건강과 관련된 지식, 태도, 행태, 인식 등을 확인하고 구강건강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의 조합과 요인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적용하는 순서가 이어져야 한다. 구강관련변수들의 인과

관계과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들의 

최종 목적도 군인들을 위한 구강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라고 제시하였다. 특히, 평균 입대하는 연령 

특성 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 후 1~2년 사이에 

군에 들어오게 되는데, 보통 구강건강과 관련된 교육은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18]. 군부대 또한 입대 시 실시하는 기본 보건교육에 구강

보건교육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아 약 10년 전에 받은 구강교육 

내용으로 구강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1]. 하지만 군 생활

은 규칙적인 생활패턴 속에서 새롭고 올바른 습관을 재정비하기 

수월할 것이다. 또한 단체생활과 질서의식이 고취된 군 조직 

특성상 집단교육의 빠른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4]. 따라서 연구

방향은 멈추지 않고 더 발전된 논문이 발표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군인을 대상으로 보고된 구강건강연구에 초점을 

두어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과정은 연구자 간의 집중적 

토의를 통해 연구대상 선정, 분석에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주관적 개입을 배제할 수 없고 누락된 연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또한 주제 범위 문헌고찰로서 각 연구의 

질적 내용 평가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군인의 구강

건강을 위한 발표 연구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고 주요 개념을 정리한 연구로 향후 연구방향을 

제언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군인의 집단도 구강건강관

리 측면에서 특별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집단임을 설명하는데 뒷받

침될 근거가 될 것이며, 군인을 위한 다양한 연구 주제와 방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군인의 구강건강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추후 필요한 

연구방향과 실무적용이 가능한 영역을 제안하고자 주제 범위 

문헌고찰을 진행한 연구이다. 이를 통해 연구 동향 분석은 발표 

연도, 연구 출처, 연구 대상, 연구 방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연구 주제 분석은 발표 연도별 내용과 연구 방법별 내용으로 

세부 분석을 수행하였다. 군인 대상 구강건강 관련 연구는 미비한 

숫자이지만 꾸준히 학계에 보고되는 분야이다. 또한 보고되어온 

연구 주제는 구강건강관련 실태와 행태에 국한되어 있고 조사한 

척도 변수도 한정적이므로 개선된 연구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직군의 군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육군 병사에 

집중되는 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 대상의 연구와 군인 이외의 직종 및 대상자와 비교하여 

군인에게 필요한 구강건강측면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군인이라는 대상의 특성상 접촉이 어려워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

가 다수 보고되어왔지만 보고된 실험연구를 참고하여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군인 대상 구강건강관련 

주제가 확대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군인의 

구강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해 구강건강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적용, 군인 건강관련 정책 제언을 위한 다양한 주제가 보고된다면 

추후 군인을 위한 보건적 처우가 개선되고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해 군인의 구강건

강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 향후 보완과 개발이 필요한 연구방향을 

제안한다. 군인의 직무 및 복무형태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습관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현역 병사로 복무하는 경우, 대학과 연계된 

장교로 복무하는 경우, 파견 및 장기간 훈련을 하는 경우, 직업으로 

복무하는 경우 등 환경에 따른 구강관련행태의 차이를 파악하여 

각 집단에 맞는 구강관리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군인들에

게 부족한 구강관리습관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구강관련 정보를 

탐색을 통해 정책 발안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보고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구강관리습관을 위한 구강보건

교육 측면에서는 군인이 관심 있어 하는 구강관련키워드가 무엇

인지 조사하고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를 포함하여 연구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구강관리 

프로그램의 횟수, 주기, 시간, 내용, 시기 등을 일반인과 달리 

적용하여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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