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경제발전으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증가로 전신건강관리와 함께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다. 구강건강은 구강의 관리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신적인 건강의 한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1].

건강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개인의 인식이 있다. 자신

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개인의 건강증진 행동을 촉진할 수 있기에 개인이 건강문제

에 관해 인식하는 수준은 건강관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2]. 

이에 따라 개인이 판단하는 구강건강인식이 건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자가 될 수 있다[3]. 그러나 구강건강이 건강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4] 일반인들은 전신질

환이 구강건강과 연관성이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5].

세계적인 주요 사망원인에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폐렴, 고

혈압성 질환, 당뇨병 등이 있으며[6], 우리나라의 경우 10명 

중 3명이 고혈압 환자이며, 30세 이상의 성인 1/3이 당뇨 전 

단계 또는 당뇨를 가지고 있다[7]. 이러한 전신질환은 조절되면 

위험성 없어 모든 치과 치료가 가능하지만 조절되지 않는 경우와 

치과진료 관련 스트레스로 시술 도중이나 시술 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 임상증례로 전신질환 관련 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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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다[8].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치과의사연맹에서는 대대적인 홍보 캠

페인을 통해 치과의료전문가에게 전신질환 중 만성질환과 구강

건강의 연관성 관련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이 두 영역이 공통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함께 관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9].

우리나라의 경우 전신건강과 식생활 습관 및 구강건강과의 

연관성[10]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와 전신질환자의 구강

보건교육에 대한 실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있었지만, 대학생들

의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관련 지식 정도, 교육경험 및 교육 필요

성를 파악하고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관련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11].

대학생들은 생애주기에서 성인기의 처음 시작으로 인생의 

가치관 확립과 더불어 미래를 위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며,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12]이고, 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부주의한 태도를 갖지만 상대적으로 성인 중⋅후기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건강습관이 확고하지 않아 수정할 수 

있는 시기이다[13,14]. 현재 대학생들의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관련 지식 파악과 교육받은 경험 및 교육 필요성 인식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대학생들 중 건강에 관심이 많은 

보건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신질환

과 구강건강 관련 지식 정도를 알아보고,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관련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전신질환자에게 

양질의 치위생 중재를 제공하고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연관성에 

관한 교육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가 원하는 전신질환 교육내용의 우선순위를 파악

한다.

둘째, 대상자에게 필요한 전신질환 관련 지식의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셋째, 보건계열 학생의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관련 지식 정도를 

파악한다.

넷째, 일반적 특성 및 전신질환 특성에 따른 전신질환과 구강

건강 관련 지식 정도를 파악한다.

다섯째, 일반적 특성 및 전신질환 특성이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관련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D대학 내 보건계열 1, 2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총 200명중 부적절한 응답이 하거나 오류가 있는 설문지 

25개를 제외하여 최종 분석 대상자수는 175명이었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0.05, 

통계력 검정력(1-ß)0.95, 효과크기 0.30로 분석 결과, 단일표본 

t 검정 최소표본 수는 119명으로 나와 표본크기는 충분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0년 10월 5일 부터 10월 23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목적, 진행절차,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으

며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지 구성은 선행연구인 Kim 연구[8]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문항과 전신질환 관련 특성 5문항 전신질

환과 구겅건강 지식 26문항으로 총 35문항으로 구성하여 신뢰도 

Cronbach α는 0.824로 나타났으며 측정도구는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신질환 관련 특성, 대상자가 원하

는 전신질환 교육내용 및 대상자에게 필요한 전신질환 관련 

지식의 우선순위는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관련 지식수준은 항목별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일반적 특성 및 전신질환 특성에 따른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관련 지식 정도를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으

며, 사후검정으로 Scheffe multiple range test를 시행하였다.

4) 일반적 특성 및 전신질환 특성에 따른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관련 지식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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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남자 18명(10.3%), 여자 157명(89.7%), 

연령은 20세 미만 116명(66.3%), 21~25세 42명(24.0%), 26세 

이상 17명(9.7%)으로 나타났다. 학과는 보건의료행정과 23명

(13.1%), 치위생과 76명(43.3%), 간호학과 76명(43.3%)이었으

며, 학년은 1학년 36명(20.6%), 2학년 139명(79.4%)이었다

<Table 1>.

2. 대상자의 전신질환 관련 특성

전신질환 관련 특성에서 ‘대상자가 전신질환이 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라는 질문에 ’차트에 기록하기만 하면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6명(3.4%), ’잘 모르는 질환인 

경우에는 당황스럽다‘ 50명(28.6%), ’치과진료 시 주의사항을 

생각한다‘ 52명(29.7%), ’질환에 관한 보충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7명(38.3%)이었다.

‘전신질환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 57명(32.6%), ‘없다’ 118명(67.4%)이었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전신질환에 관해 교육을 받은 곳은?’라는 

질문에 학교교육 54명(30.9%), 학회 및 세미나 2명(1.1%), 인터

넷 1명(0.6%)이었다.

‘전신질환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

문에 ‘그렇다’ 169명(96.6%), ‘그렇지 않다’ 6명(3.4%)이었고, 

교육이 필요하다면 ‘전신질환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이유는?’라는 질문에 ‘환자 교육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 24명

(13.7%), ‘폭 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직무 수행’ 49명(28.0%), 

‘의료사고 예방 등 진료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96명(54.9%)

이었으며,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면 ‘전신질환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라는 질문에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명(1.1%), ‘업무와 연관이 적은 것 같아서’ 1명(0.6%), 

‘교육에 대한 호응 부족’ 3명(1.7%)으로 나타났다<Table 2>.

Systemic disease awareness Categories N %

Behavior after awareness of systemic diseases Done just by recording it on the chart.

Embarrassing if it is a disease

Precautions for dental treatment

Supplementary questions about the disease

 6

50

52

67

 3.4

28.6

29.7

38.3

Education experience Yes

No

57

118

32.6

67.4

Yes Education place School education

Conferences and Seminars

Internet

54

 2

 1

30.9

 1.1

 0.6

Need of education Yes

No

169

 6

96.6

 3.4

Yes Reasons for education Overall maintenance such as patient education

Performing duties based on broad knowledge

Helpful in medical work such as preventing medical accidents

24

49

96

13.7

28.0

54.9

No Reasons for training unnecessary Not feeling the need for education

Less related to work

Lack of response to education

 2

 1

 3

 1.1

 0.6

 1.7

<Table 2> Characteristics related with systemic disease of participants (N=175)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18

157

10.3

89.7

Age(years) <20

21~25

≧26

116

 42

 17

66.3

24.0

 9.7

Department Health Administration

Dental Hygiene

Nursing

 23

 76

 76

13.1

43.3

43.3

Grade First

Second

 36

139

20.6

79.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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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가 원하는 전신질환 교육 내용

‘전신질환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내용의 교육을 원하십

니까?’라는 질문에 1순위는 ‘진료에서의 주의사항’ 74명(42.3%), 

2순위는 ‘해당질환의 개요(내과적 사항)’ 50명(28.6%), 3순위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제에 관한 정보’ 71명(40.6%), 4순위는 

‘환자교육에서의 적용’ 76명(43.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3>.

4. 대상자에게 필요한 전신질환 관련 지식

‘본인에게 어떤 전신질환에 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라는 질문에 1순위는 심혈관계 질환(고혈압, 감염성 

심내막염, 관상동맥질환, 심부정맥 등) 78명(44.6%), 2순위는 

내분비계 질환(당뇨, 갑상선 질환, 부신피질 질환 등) 58명

(33.1%), 3순위는 호흡기 질환(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천식 등) 

74명(42.3%), 4순위는 감염성 질환(결핵, 간염, 후천성면역결핍 

등) 61명(34.9%), 5순위는 임신 146명(83.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4>.

5. 대상자의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관련 지식

‘대상자의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지식’ 측정은 정답 1점, 오답

과 모른다는 0점으로 배점한 결과 전신질환 지식의 전체 평균 

점수는 0.50점(정답률 50%)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 질환, 임신, 신부전과 골다공증, 

호흡기⋅감염성 질환으로 6개 영역으로 분류한 결과 호흡기⋅감

염성 질환 0.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당뇨병 0.54점, 

고혈압과 관상동맥질환 0.51점, 신부전⋅골다공증 0.48점, 임신 

0.3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지식정도를 보면 고혈압 영역에서 ‘대화를 나누면 

스트레스와 불안 감소’ 0.74점과 ‘치과치료 후 출혈’ 0.73점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혈압 약물 중 ‘칼슘길항제의 치은 증식‘ 

유발이 0.31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영역에서는 ‘구강합병증‘ 0.67점과 ’저혈당 쇼크‘ 0.66

점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슈린 복용과 치과 치료‘ 0.29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상동맥질환 영역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내용이 0.76점

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공심장 판막 장착자의 예방적 항생제 

투여’ 0.3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임신 영역에서 ‘임신부 치은 조직 염증‘에 관한 지식이 0.48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임신 중 에피네프린 사용‘은 0.13점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신부전⋅골다공증 영역은 ‘투석환자의 치료’가 0.65점으로 

Categories

Ranking

1st 2nd 3rd 4th 5th

N % N % N % N % N %

Cardiovascular disease

Endocrine system diseases

Respiratory diseases

Infectious disease

Pregnant

78

22

18

52

 5

44.6

12.6

10.3

29.7

 2.9

50

58

41

17

 9

28.6

33.1

23.4

 9.7

 5.1

25

30

74

38

 8

14.3

17.1

42.3

21.7

 4.6

18

55

35

61

 6

10.3

31.4

20.0

34.9

 3.4

  3

 11

  7

  8

146

 1.7

 6.3

 4.0

 4.6

83.4

Total 175 100 175 100 175 100 175 100 175 100

<Table 4> Necessary knowledge for systemic diseases for participants (N=175)

Categories

Ranking

1st 2nd 3rd 4th

N % N % N % N %

Overview of the disease(medical)

Precautions for treatment

Information on medications

Application in patient education

54

74

22

25

30.9

42.3

12.6

14.3

50

48

45

32

28.6

27.4

25.7

18.3

23

39

71

42

13.1

22.3

40.6

24.0

52

14

33

76

29.7

 8.0

18.9

43.4

Total 175 100 175 100 175 100 175 100

<Table 3> Education content for systemic disease participants desire. (N=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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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았으며, ‘비스포스포네이트 골괴사’가 0.3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호흡기⋅감염성 질환 영역에서는 ‘간염 환자의 출혈 경향’ 

0.66점과 ‘천식 환자의 치과 치료 시 발작 가능성’이 0.65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결핵환자의 구강궤양 발생’이 0.47점으로 가

장 낮게 나타났다<Table 5>.

6. 일반적 및 전신질환 특성에 따른 전신질환과 구강

건강 관련 지식

대상자의 성별, 학년, 전신질환 인지 후 행동, 교육경험에 

따른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관련 지식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20세 미만의 지식점수가 0.50점, 22~25세의 

지식점수가 0.44점, 26세 이상의 지식점수 0.61점으로 나타나 

3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학과는 치위생과의 지식

점수가 0.50점으로 보건의료행정과 0.35점과 유의한 차이를 보

였고(p<.01), 간호학과의 지식점수가 0.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나 보건의료행정과 0.35점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전신질환 교육 필요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지식점

수가 0.51점으로 나타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0.31점

Knowledge questions
Answer

Wrong answer or

Do not know M±SD

N % N %

High blood pressure Pre-hypertension stages

Level of untreated high blood pressure

Reduced stress and anxiety

Orthostatic hypotension

Bleeding after dental treatment

Calcium antagonist gingival proliferation

 60

 66

131

 97

129

 55

34.3

36.6

74.9

55.4

73.7

31.4

115

110

 44

 78

 46

120

65.7

62.9

25.1

44.6

26.3

68.6

0.34±0.478

0.37±0.497

0.74±0.435

0.55±0.498

0.73±0.441

0.31±0.465

Total 0.51±0.253

Diabetes Normal fasting blood sugar standard

Insulin and dental treatment

Oral complications

Hypoglycemic shock

Diabetes patient's extraction

 81

 50

118

116

112

46.3

28.6

67.4

66.3

64.0

 94

125

 57

 59

 63

53.4

71.4

32.6

33.7

36.0

0.46±0.500

0.29±0.468

0.67±0.469

0.66±0.474

0.64±0.491

Total 0.54±0.296

Coronary artery disease Ischemic heart disease

Stop taking warfarin

Malfunction of the pacemaker

Prophylactic antibiotic administration

Recent myocardial infarction

134

101

 91

 60

 63

76.6

57.7

52.0

34.3

36.0

 41

 74

 84

115

112

23.4

42.3

48.0

65.7

64.0

0.76±0.424

0.57±0.495

0.52±0.501

0.34±0.476

0.36±0.481

Total 0.51±0.314

Pregnant Hypotension syndrome

Gingival tissue inflammation

Use of epinephrine

 50

 85

 23

28.6

48.6

13.1

125

 90

152

71.4

51.4

86.9

0.28±0.453

0.48±0.501

0.13±0.338

Total 0.30±0.320

Renal failure⋅osteoporosis Dialysis patient treatment

Dialysis patients take anticoagulants

Bisphosphonate bone necrosis

115

 78

 61

65.7

44.6

34.9

 60

 97

114

34.3

55.4

65.1

0.65±0.476

0.45±0.498

0.35±0.477

Total 0.48±0.249

Respiratory⋅infectious diseases Asthma seizures

Mouth ulcers in tuberculosis patients

Infectiousness after cure of tuberculosis

Bleeding tendency in hepatitis patients

115

 83

 88

116

65.7

47.4

50.3

66.3

 60

 92

 87

 59

34.3

52.6

49.7

33.7

0.65±0.476

0.47±0.500

0.50±0501

0.66±0.474

Total 0.57±0.241

<Table 5> Related knowledge for systemic disease and oral health of participants (N=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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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Table 6>.

7. 일반적 특성 및 전신질환 특성이전신질환과 구강

건강 관련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회귀분석결과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F값이 4.088, 유의확

률은 0.018(p<.05)로 나타났다.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관련 지식

정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과와 전신질환 교육 필요성으로 

나타났으며, 간호학과와 치위생과 학생이 보건의료행정과 학생

보다 지식점수가 높게 나타났고(p<.001),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지식점수가 높게 나타났

다(p<.05)<Table 7>.

Ⅳ. 고찰

보건의료의 이용이 의료서비스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으로 전환되어가면서 따라 국민들은 의료 서비스 구매 주체로써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15]. 

특히 대학생들은 생애주기에서 성인기의 처음 시작으로 병원이

나 의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건강 

향상을 위해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신질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보건계열 학생들에게 ‘대상자가 전신질환이 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라는 질문에 ‘질환에 관한 보충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7명(35.4%), ‘치과진료 시 주의사항을 생각

한다’ 52명(29.7%), ‘잘 모르는 질환인 경우에는 당황스럽다’ 

50명(28.6%), ‘차트에 기록하기만 하면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Scheffe

Health Dental Nursing

Gender Male

Female

0.45±.215

0.51±.200

-.971 .333

Age(years) <20

21~25

≧26

0.50±.017

0.44±.030

0.61±.056

4.088 .018*

Department Health Administration

Dental Hygiene

Nursing

0.35±.034

0.50±.023

0.54±.022

8.687 .000* .006* .000**

.394

Grade First

Second

0.48±.207

0.50±.201

-.463 .644

Behavior after awareness 

of systemic diseases

Done just by recording it

Embarrassing if it is a disease

Precautions for dental treatment

Supplementary questions

0.58±.106

0.45±.029

0.50±.027

0.52±.023

1.805 .148

Educated experience Yes

No

0.53±.203

0.48±.200

1.677 .095

Need of education Yes

No

0.51±.198

0.31±.213

2.418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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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Related knowledge for systemic disease and oral health concerned with characteristics of general and systemic diseases (N=175)

Variables B SE β t p

Department  .082 .022  .281  3.721 .000**

Need of education -.178 .082 -.161 -2.165 .032*

F=4.088 Adjusted R2 = 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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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Factors influencing knowledge about systemic diseases and oral health (N=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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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6명(3.4%) 순으로 나타났으나, Kim[4]의 치과위생사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치과진료 시 주의사항을 생각한다’ 

123명(5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질환에 관한 보충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4명(30.3%), ‘잘 모르는 질환인 

경우에는 당황스럽다’ 18명(8.5%), ‘차트에 기록하기만 하면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6명(2.8%) 순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보건계열 학생들이 임상에서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진료 시 주의사항을 먼저 생각하기 어려운 

상항이라 생각되며 다른 결과가 났다고 생각된다.

보건계열 학생들이 원하는 전신질환 교육 내용의 1순위는 

‘진료에서의 주의사항’ 74명(42.3%), 2순위는 ‘해당질환의 개요

(내과적 사항)’ 50명(28.6%), 3순위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제에 관한 정보’ 71명(40.6%), 4순위는 ‘환자교육에서의 적용’ 

76명(43.4%)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Kim[4]의 치과위생사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1순위는 ‘진료에서의 주의사항’ 119명

(56.4%), 2순위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제에 관한 정보’ 

93명(44.1%), 3순위는 ‘환자교육에서의 적용’ 76명(36.0%), 4순

위는 ‘해당질환의 개요’ 75명(35.5%)으로 높게 나타나 2, 3, 

4순위에서 조금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두 집단이 학교와 임상에

서의 다른 환경에서 요구도의 차이점으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고 생각된다.

보건계열 학생들에게 필요한 전신질환 교육 내용에서 1순위는 

심혈관계 질환 78명(44.6%), 2순위는 내분비계 질환 58명

(33.1%), 3순위는 호흡기 질환 74명(42.3%), 4순위는 감염성 

질환 61명(34.9%), 5순위는 임신 146명(83.4%)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Kim[4]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1순위

는 심혈관계 질환 107명(50.7%), 2순위는 내분비계 질환 64명

(30.3%), 3순위는 호흡기 질환 58명(27.5%), 4순위는 감염성 

질환 52명(24.6%), 5순위는 임신 146명(69.2%) 순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보건계열 학생들의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지식은 

전체 평균 0.50점(정답률 50%)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치과위

생사의 지식을 연구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Kim[4]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지식은 

전체 평균 0.64점(정답률 64%)으로 본 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식 문항에 약제의 효능 지식과 

내과적 지식문항이 포함되어 저학년 학생들이 정답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며 전반적으로 보건계열 학생들의 전신

질환 관련된 지식이 낮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영역별 지식 정도를 보면 고혈압 지식 문항 중 고혈압 약물 

중 ‘칼슘길항제의 치은 증식‘ 유발이 0.31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나 약리작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인슈린 복용과 치과 치료‘에 관한 

지식이 0.29점으로 나타나 당뇨병 환자 관리의 기본이 되는 

지식의 부족함이 나타났다.

임신 영역에서는 ‘임신부 치은 조직 염증‘ 0.48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다른 영역에 비하여서는 많이 낮은 점수였으며, ’임신 

중 에피네프린 사용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지식은 0.13점으로 

최고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성인기의 처음 시작으로 전신질환 

관련 지식내용 중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내용이라 임신 영역의 

점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신부전⋅골다공증 영역에서는 ‘투석환자의 치료’가 0.65점으

로 가장 높았지만 오답으로 대답한 비율이 35%로 나타나, 투석 

환자는 투석한 다음날 오전에 진료를 하는 것이 좋으므로 진료 

및 예약시 주의가 필요할 것을 생각한다.

호흡기⋅감염성 질환 영역에서는 ‘결핵 완치 후 감염성’ 지식 

0.50점으로 오답으로 대답한 비율이 50%로 높게 나타난 것은 

전염에 대한 지식 부족을 시사한다. ‘결핵환자의 구강궤양 발생’ 

지식도 0.4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감염성 질환의 지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보다 전신질환 관련 지식점수가 높게 나타

났다. 반대적인 의미로 신 등[11]의 연구에서 치과내원환자의 

전신질환과 구강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교육경험이 적다면, 그만

큼 관련 지식과 인식 수준, 그리고 교육의 필요도도 낮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관련 

지식에 대해 접근하기 쉬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관련 교육의 필요성 및 지식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학생들에게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지식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전신질환과 구강

건강의 영향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통합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어 국민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16].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부산광역시의 일개 대학 1, 2학년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선행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전신질환

과 구강건강 관련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없어 반복 연구를 통해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관련 지식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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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과의료전문가는 교육

주체자로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방식을 통하여 전신질환과 구강

건강 간 연관성에 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치과의료전문가는 진료실 구강보건교육 매뉴얼 및 

다양한 매체를 개발해야 하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신질환과 구강

건강 관련 지식 정도를 먼저 알아보고,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관련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전신질환자에

게 양질의 치위생 중재를 제공하고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연관성

에 관한 교육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

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D대학 보건계열 1, 2학년 학생들을 임의 선정하여 175명을 

대상자로 하였고, 2020년 10월 5일 부터 10월 23일까지 설문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대상자가 원하는 전신질환 교육내용은 ‘진료에서의 주

의사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상자에게 필요한 전신질환 관련 지식은 심혈관계 질환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보건계열 학생의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관련 지식의 전체 

평균 점수는 0.50점(정답률 50%)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반적 및 전신질환 특성에 따른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관련 지식점수를 살펴본 결과, 대상자의 연령, 학과, 전신질환 

교육 필요성에 따른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관련 지식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다섯째, 일반적 특성 및 전신질환 특성이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관련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학과와 전신질환 

교육 필요성으로 나타났으며, 간호학과와 치위생과 학생이 보건

의료행정과 학생보다 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p<.001), 교육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지식점수

가 높게 나타났다(p<.05).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 및 전신질환 특성이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관련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

는 학생보다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관련 지식점수가 높게 나타났

으므로, 이는 학생들에게 전신질환 관련 지식에 대해 접근하기 

쉬운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향후 학생들에게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지식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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