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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본 연구는 학교 교육의 장에서 교사들의 태도 및 행동이 학생들에게 모범적 역할
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의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교육 인
식도를 분석하고,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을 조사하여 학교 내 구강보
건교육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12개 특수학교 교사 19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연구도구는 대상자의 특성을
묻는 11문항,구강보건지식 6문항,구강보건교육인식도 7문항 등을 포함한 총 37문항으
로 구성하여 우편으로 배포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4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였다.수집된 자료는 SAS 9.1을 이용하여 빈도,백분율,평균 및 표준편차,t-test,
ANOVA(F-test)로 분석하였고,관련요인분석은 multipleregressionanalysis를 실시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조사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은 평균 17.25점으로 100점으로 환산 시 71.86점,구강보
건교육인식도는 평균 23.60점으로 100점으로 환산 시 67.42점으로 분석되었다.

2)일반적 특성과 구강지식의 관계를 보면,성별에서는 여자 교사가 평균 17.38으
로 남자교사 16.86보다 조금 높았다.연령대는 40세 이상이 17.74점으로 가장 높
았고,교직경력은 10년 이상(p=0.0229)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교육영역으
로는 중복장애가 평균 18.80로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 정신지체 17.43점,청각
장애 16.77점 순이었다.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다’고 응
답한 대상자의 구강지식점수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 보다 약간 높았다(p=0.5918).

3)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에 대한 구강보건지식의 관계
를 보면,성별에서는 여자 교사가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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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평균점이 약간 높았다(p=0.2992).연령대는 40세 이상에서 구강보건교육 경험
이 있는 경우 평균점이 20-29세에 비해 약간 높다(p=0.3714).교육영역에서는 청각
장애를 지도하고 있는 교사 중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구강보건지식 평
균 점수가 높음을 볼 수 있다(p=0.0560).

4)일반적 특성과 구강보건교육 인식도는 연령대,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세미나
참석 의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40세 이상(평균 24.65)의 구강보건교
육 인식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20-29세,30-39세 순이었다(p=0.0033).교육경험
있는 경우(평균 25.17)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았고(<.0001),세미나 참
석의향 있는 경우(평균 24.15)없다고 답한 경우(평균 22.71)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p=0.0012).

5)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인식
도는 성별,연령대,교직경력,교육영역,세미나 참석 의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전체적으로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은 인식
도를 보였다.

6)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조사 대상자의 교육영역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즉,성별,연령대,교직경력,구강보건교육 경
험 유·무 등의 요인을 보정한 상태에서 청각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에 비해
중복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지식점수가 높았다(p=0.0149).

7)대상자의 구강보건교육 인식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교
육 경험 여부,세미나 참석 의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즉,
성별,교직경력,교육영역을 보정한 상태에서 40세 이상 교사가 20-29세 교사 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45). 또한 교육경험(<.0001)과 세미나 참석 의향
(p=0.0001)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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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교육 인식
도는 높은 수준이었다.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스컴,인터넷 정보
와 치과 방문 시 구강전문 의료인을 통한 교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지식습득
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구강보건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을 통해 장
애아동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점심시간에 담임교사가 매일 지도하는 것이 가장 효
과적이지만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교사의 이해와 지식 및 전문성 부족이 문제점으
로 지적된다.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구강전문
의료인의 교육을 통해 교사의 인식 개선과 함께 학교구강보건교육 체계를 정립하
고,학생의 장애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구강보건교육 활성화 및 계속적 학교구강
건강관리를 통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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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필필필요요요성성성

구강건강(口腔健康)을 포함한 건강(健康)은 오늘날 생활의 기본요소로 취급되
어,건강과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구강건
강은 건강의 필수요소(必須要素)이기 때문에,구강건강이 건강의 일부라고 보아서,
구강건강을 포함한 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뜻이다.사회구조가 복잡하게 된 결과,의식주(衣食住)만의 해결로 사람이 인간답
게 산다고 볼 수 없게 됨에 따라서,인간생활의 기본요소는 의식주의 세 가지에
교육과 취업 및 건강이 추가된 여섯 가지라고 인식되어,건강과 구강건강을 합리
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송학선,2006).
국가 경제개발 노력은 국민의 소득을 증대시켰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여력은

우리의 생활환경을 개선 발전시켰으며 생활환경의 개선과 의료기술 수준의 향상
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게 되었다(위자형,1990).또한,우리 사회는 선진복지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 복지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장애우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건강증진은 매우 중
요하며 구강건강증진은 구강이 전신건강유지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
제이다.또한 장애인들의 복지 욕구 가운데 의료 욕구가 매우 중요하게 파악되고
있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이 중에서도 구강건강문제의 해결은 기본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이는 구강이 일차소화기관으로서 전신건강 유지의 기본이 되
며,사회생활에 있어 심대한 영향을 주는 발음과 미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장애인의 구강건강은 소홀히 취급되기
쉽고,장애로 인해 치과진료를 원활히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구강상태가 악화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장애인 구강보건 복지제도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
고 할 수 있다(권호근 등,2003).장애인은 심심의 장애와 사회・경제적인 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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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하여 구강질환에 이환되기 쉽고 치료를 받기도 어려워 조기에 치아를 상
실하는 등 이차적인 장애가 발생하기 쉽다.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정책방향도 이
차적인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구강건강 분야에 관한 실
질적인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이광희 등,2000).
더욱이 2007년 5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민의 구강건강권을 위한 구

강보건팀 해체를 결정하였다.인근의 동남아 국가들도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보유
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국민소득 수준이 선진국에 육박하고 있다고
는 하나 구강건강 수준이 OECD국가 중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구강병 예방,구강의료이용 불평등을 해소하고,국민의 구강
건강기본권과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장애우를 위한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관
심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2.2개)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비교되는 지표인 12세 아동의 치아우식(충치)경험치아수가 선진국
(OECD,1.6개)에 비해서는 여전히 열악하다.또한 장애우의 구강보건교육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있지만,교육 시기와 동기부여의 부재로 인해 장애우의 구강건강권
에 대한 관심과 해결방안이 필요하다.Album(1964),Miller(1970),Sandler(1974)
등은 장애인이 정상인 보다 구강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김상옥
(1975),신영순(1977)등의 연구에서 치아우식의 발병률이 정상인보다 높게 발생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많은 선행연구 결과에서 제언하듯,장애우의 구강건강은 예
방교육이 가장 중요하다.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칫솔질은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대부분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은 혼자 칫솔질 하는 것조차 힘
들어 하는 실정으로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2003)연
구에 따르면,‘칫솔질 이행시 스스로 하나 가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률
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하순영(2000)등의 연구에서 보호자,담임교사
및 생활재활교사 등을 교육하므로 좋은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
다.현재 특수학교 교사는 점심시간에 직접적으로 학생에게 칫솔질을 도와주거나
지도하고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학교 교육의 장에서 교사들
의 태도 및 행동이 학생들에게 모범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히 교사의
구강보건에 관한 태도 및 행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교사들은 구강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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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차적인 책임자라 할 수 있다(이수경,1995).보호자나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
로 시행한 구강보건 인식에 관한 실태 연구는 김희경(1986)과 이명주(2001)의 연
구를 제외하고 전무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의 구
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교육 실태와 인식도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학교 내 구강
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 교사의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교육 인식도를 분석
하고,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안을 조사함으로써,특수학교 장애우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방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특수학교 담임교사의 구강보건 지식을 조사한다.

둘째,특수학교 담임교사의 구강보건교육 실태와 인식도를 파악한다.

셋째,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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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장장장애애애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및및및 분분분류류류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제시되었다.이 분
류법은 장애를 손상(impairment),능력 장애(disability)및 사회적 불리(handicaps)
의 세 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이 세 가지를 포괄적으로 장애의 분류로 포함시켰다.
손상은 심리․생리․해부학적 구조나 기능 상실 혹은 이상을 의미하고,능력 장애
는 손상으로 인한 기능의 제한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고 의학적으로 판
단되어 정상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한이나 결여를 말한다.그
리고 사회적 불리는 주요 환경 적응에 있어서 독립성의 상실이나 사회․경제적
개인생활상의 역할 수행과 관련된 제한성을 뜻한다.WHO는 1980년 국제장애분류
(ICIDH:InternationalClassificationofImpairments,DisabilitiesandHandicaps)
를 제시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비정상성이 발생하는 건강조건(healthcondition)
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였다.세계보건기구는 ICIDH를 제시한 후,소극적 의미에서
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강조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을 관철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 1997년에
ICIDH-2를 제안하였다.ICIDH-2에는 손상(impairment),활동(activities),참여
(participation),맥락요인(contextualfactors)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장애의 개념
을 설명하고 있다.또한 OECD(2000)는 ‘추가 자원’(additionalresources)이라는 분
류체계에 의해 회원국들의 장애학생의 장애범주를 ‘범주A'(감각․운동 혹은 신경
학적 결함에 의한 시각장애․청각장애․중도 및 취중도 정신지체․지체부자유 등
과 같이 손상된 조건에 기인된 교육욕구를 지닌 학생의 장애범주),‘범주B'(학습장
애와 같이 범주A 혹은 C에 속하지 않으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학습상의 곤란을
경험하는 학생의 장애범주),‘범주C'(정서․행동장애와 같이 일차적으로 사회적․
경제적․문화적 요인에서 기인된 교육적 욕구를 지닌 학생의 장애범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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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손상에 의한 장애에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리에 의한 장애까지를 모두
장애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OECD,2000).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장애 범위를 모두 2003년 7월,기존의 장애범주가 10

종(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정신지체,발달당애,정신장애,신장장
애,심장장애)에서 15종(호흡기장애,간장애,안면장애,장류․요루장애,그리고 간
질장애 등 5종 추가)으로 확대되었으며,15가지로 분류된 장애에 대한 기준을 세
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장애문제는 여전히 손
상의 범위에 집중되어 있고 능력장애나 사회적 불리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어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기준에는 부족하다.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수는 2005년
2,148,686명에 이르던 것이 2006년 2,325,000명에 이르고 있다.

[[[표 1]]]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관절장애,지체기능장애,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음성장애,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함몰,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분열형 정동장애,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자료:보건복지가족부,장애등급판정기준,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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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과과과 학학학교교교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의의의 정정정의의의와와와 목목목적적적

구강보건교육이란 일반 국민의 구강 건강을 증진・유지할 목적으로 국민을 대
상으로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을 함양하고,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켜 일생동안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려는 체계적인 교육을
의미한다(장기완 외,1990).구강보건교육은 단지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
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바람
직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인간형성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각자의 노력과
행동으로 구강건강을 이룩하도록 돕고,주민 자신이 스스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구
성원으로서 건강증진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임병철,
1999).국가에서는 국민들의 평생 구강건강을 위한 노력으로 많은 정책을 실시하
고 있으며 그 중 지역 구강보건 전문가의 협조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구강보건
사업으로는 크게 학교구강보건 교육사업,학교 집단 칫솔질 사업,학교 불소양치사
업,학교 급수 불소화사업,학교계속구강건강 관리사업 등이 있으며,보건복지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역사회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보건소 구강보
건교육사업의 내용에서,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의 주제를 올바른 칫
솔질법,치아우식증 예방법,계속 구강건강 관리로 제안한 바 있다(김종배,1990).
학교구강보건은,학생의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학생의 구강보건지식

과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켜,일생 동안 구강건강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시켜 주는 계속적 과정이다.이러한 학교구강보건은,학교보건의 한 영역인
동시에,학교교육의 일부이다.그럼으로,학교구강보건은 학교교육과 분리할 수 없
다.따라서 학교구강보건의 목적은,학생의 구강병을 예방하고,구강건강을 보호
증진하여,건전한 심신을 양성하며,교육 본래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다.즉,학생의
구강건강을 증진·유지시킴으로써,교내생활의 안녕을 기하며,학교교육의 능률을
향상시키고,학생의 건강생활태도와 능력을 육성함으로써,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육체와 정신을 구유하기 위하여,구강병을 예방하고,가급적 초기
에 발견 치료하며,상실된 치아기능을 회복시켜 주고,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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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김종배,1998).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구강보건은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의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학생의 구강보건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
켜 일생동안 구강건강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계속 과정이
다(강명신,1994).

333...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초등학교 학령기는 유치가 영구치로 교환되는 시기이며,치아우식증이 가장 빈
발하는 시기이고,치주병이 치은염으로 시발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구강건강이
적절히 관리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특히 초등학교 학령기에 형성된 구강보
건행동은 일생동안 구강건강관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영희,1991).Hoogstraten와 Moltzer(1983)는 초등학교 학령기를
전·후한 구강보건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어렸을 때부터 칫솔질을
바르게 하는 습관을 길러 주어 평생의 구강건강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Kenny와 Boyer(1976)는 아동들의 구강보건교육에 있어서 학교와 학급 담임교

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Freed와 Goldstein(1970),Glasrud와
Frazier(1988)등은 예비교사인 교육대학생들의 구강보건 인식에 대하여 조사 연구
한 바 있고,Loupe(1983)와 Frazier,Lang(1989)등은 현직 교사들의 구강보건인식
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구강보건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므

로 학부모,담임,양호교사,치과의료인 등이 불소사용,칫솔질 등에 대해 정확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그러나 기존의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방법이 구강건강에 관
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칫솔 사용 빈
도와 사용자율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이를 신장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
나,내용적으로는 개개인 아동들에 대해서 정확한 칫솔질 방법과 시기 및 횟수 등
을 평가하고 증진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김교웅,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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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기능적 장애,정신적 장애,특수 생활환경 등으로 예방대책의 실행이
곤란하나 특정질환이 유발되기 쉬운 조건을 가지므로 특히 예방에 주력하고,예방
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자신의 치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과 관리자
들을 훈련시키고 동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대한소아치과학회,1999).Price(1978)
는 개별적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동기유발에 대해서,Udin과 Kuster(1984)는 반복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Johnson과 Albertson(1972), Full과
Kerber(1977),Kass(1979)는 보호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다.또한 특수
학교에 재학중인 훈련가능급 정신장애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4주 동안 칫솔질
교육을 시행하여 교육 후 4주까지 치태 감소효과가 지속됨을 관찰하였다.보호자
참석여부에 따른 결과에서 보호자들은 장애아동의 개선된 구강관리 태도를 유지
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최길라 등,1989).Udin과 Kuster(1984)는 특수학교 담임교
사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적절한 구강위생을 유지하도록 교육하고 관리할 중요
한 위치에 있음을 주장하였다.국내의 장애인 특수교과과정에도 생활재활 교육에
칫솔질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특수학교의 66%에서 칫솔질 교육 등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하순영 등,2000).Kass(1979)는 치위생과 학생이 정신지체 장애
인 수용시설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원생들의 구강위생이 향상됨을 관찰하
였다.

444...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의의의 방방방법법법

하순영(2000)등의 연구에서 특수학교의 66%가 칫솔질 교육 등 예방교육을 시
행하고 있었으며,장애인들의 구강관리 실태조사 결과,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칫
솔질 등 구강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특성
에 따른 구강위생도구 처방과 올바른 칫솔질 방법 교육이 필요하였다(권호근 등,
2003).
첫 번째,구강보건교육 방법을 장애 유형별로 나누면 시각장애(visualdef
icitis)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큰 움직임으로 구강보건교육을 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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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주로 사용하는 흰색치실보다는 녹색이나 붉은색의 치실을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또한 거울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각에 장애가 있다면 감각이나 냄새로
자신의 구강내 위생상태를 확인토록 해야 한다.청각장애(hearingdisabilities)를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는 정면에 서서 눈높이를 같게 하여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보청기를 장착하고 있는 아이라면 보청기를 틀어놓고 예방교
육을 받도록 한다.발음 및 언어장애(speachandlanguagedisorders)를 가지고 있
다면 손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수단과 함께 명료하고도 잘 조정된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해야만 한다.또한 신경성 장애(mentalretardation,cerebralpalsy,epilipsy)
를 가지고 있다면,칫솔질 방법과 해야 하는 시간을 반복하여 자주 이야기 해 주
어야 한다.중등도나 고도의 지능발육 지연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보호자가 직접
구강위생관리법을 실시토록 하여 주어야 한다.특히 칫솔질교습은 구강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며 칫솔질교습은 필수적인 생활교육의 하나일 뿐 아니라 구강질환의 예
방에도 중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정신박약자,보호자 및 치과진료인의 상호노력이
필요하다(김종배 외,1998).
다음으로 올바른 칫솔질,보조기구와 세치제 선택을 들 수 있다.정상적인 칫솔

질이 어려워서 치아우식증(충치)와 치은증식을 수반하는 치주질환의 이환율이 높
은 경우 회전법(rollingmethod)와 바스법(bassmethod)이 추천된다.회전법은 한
국구강보건협회 및 미국치과의사회(ADA)에서 일반 대중에게 추천하는 방법으로,
치면세균막(dentalplaque)이나 음식물잔사의 제거능력이 좋고 치은의 맛사지 효과
도 좋으며 실천성이 비교적 좋다.1950년대에 내과의사인 Dr.Bass에 의해 고안된
바스법은 치은열구(gingivalsulcus)내의 치면세균막(dentalplaque)을 제거하고,치
은에 맛사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짧은 진동을 주며 닦는 방법으로 치주병의
치료와 더불어 사용하거나 변연치은(marginalgingiva)에 치은염을 효과적으로 예
방 및 치료할 수 있는 칫솔질 방법이다(김종배 외,1998).
보조기구로는 전기칫솔(electrobruch)과 특수형태의 칫솔,waterpick,water

jet,각종 구강양치액 등이 있다.세제제는 모든 치면을 적절히 청정하고 활택하게
연마하며,세균성 치태를 비롯한 침착물을 제거하여 치아 및 치주 건강을 증진시
켜 구취를 제거 시키는 동시에 치석 형성의 예방 및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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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치약의 구성성분은 연마제,세제,습제,결합제가 주를 이루며 기타 방향제,
당미제,예방제와 같은 성분을 함유시킬 수 있다.청결효과를 야기하는 치약은 최
소한의 마모로 최대의 치태제거 효과를 얻어야 하며 치약은 환자의 구강상태에
따라 선택되어져야 한다(이만섭,1997).

555...외외외국국국에에에서서서의의의 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
외국의 경우 치과위생사의 학교배치가 이루어져서 꾸준한 구강보건 관리사업

이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구강보건 관리사업은 외국에 비해 많은 취
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손인숙,1993).선진국의 구강보건교육은 그
동안의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상당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호주,캐나다 등 각국에서는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구강보건교육을
전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이들 국가에서는 먼저 보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를 건강증진에 두고 있으며,건강증진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1986년 캐나다의 오
타와에서 헌장으로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건교육을 실
시하고 있으며,그 중 일부를 구강보건교육으로 개발하고 있다.미국의 경우는 실
제 주민 및 학교인구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을 주로 주정부의 구강보건국내 구강보
건교육 담당부서가 주체가 되고 있으며,다양한 구강보건교육 자료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를 교육・훈련시키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호주와
뉴질랜드는 구강보건교육의 주 대상이 되는 학교 인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각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모든 학생
들에게 각자에 필요한 개별 구강보건교육과 집단구강보건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하고 있다.유럽 각국의 구강보건교육은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이라는 이론과 개념
에 기반을 두고,예방진료 우선과 최소한의 치료로 자연적인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한편 일본의 경우 구강보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
으나,그 주제 선정과 내용 개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다소 구체적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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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발하지 못하고 그 평가마저 미흡한 실정이다(신승철,1994).구강보건법(2000
년)제 15조에 보건소에서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할 것이 명시되었으나,현
재 일부 특수학교에 대한 구강보건실 설치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실제 행정적
수행 정도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권호근 등,2003).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특정 장애학생의 구강관리 및 구강건강 실태와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아동 구강보건관리에 관한 연구를 측정한 기존의 연구는
있었으나 특수학교 교사의 구강보건지식 및 구강보건교육 인식에 대한 연구는 시
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지속적인 학교구강보건
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의 구강보건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관한 연구가 이뤄
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학생의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교사의 구강보건지식 및

인식도를 분석하고,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안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
으로 효율적인 특수학교 구강보건교육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29개 특수학교 교사 중,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
여를 허락한 12개 특수학교 교사 19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22...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서울교육통계 2007년도 특수학교현황에 등록되어있는
29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학교 연구부장 혹은 보건교사들에게 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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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고,연구에 동의한 16개 특수학교 담
임·보건 교사 376명에게 담당선생님을 통해 우편으로 설문지와 협조 내용 및 필요
에 따라 협조 공문을 배부하였다.

설문 기간은 2008년 4월 7일부터 2008년 5월 9일 이었다.본 설문에 앞서 10
명에 대한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최종 37개의 설문 항목을
선정하였으며,치과의사 7인의 자문을 받아 설문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별하였다.
설문은 조사대상자들의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완성된 설문은 총
376부 중 12개 학교 217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57.7%),자료가 불충분한 18부
를 제외한 19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33...변변변수수수의의의 선선선정정정

질문지의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8문항),구강 지식(6문항),구강보건교
육에 대한 인식도(7문항),특수학교 교사의 구강보건교육 실태(7문항), 개선 방안
(9문항)으로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일반적 특성
성별,연령대,교직경력,교육영역,소지자격,담당과정,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교
육 세미나 참석 의향 등을 파악하였다.

2)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지식은 각 문항에 대해 ‘매우 효과있다’는 4점,‘효과있다’는 3점,‘별 효
과 없다’는 2점,‘전혀없다’와 ‘잘 모르겠다’는 1점을 주어 최저 6점에서 최고 24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보건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표 2]]].

3)구강보건교육 인식도
구강보건교육 인식도는 총 7문항으로 교사와 동료교사의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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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여부,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자신감,지도 능력이나 전문소양,구강보건교육 필
요성,참여 및 관심도,교과 내용 포함 여부 등 최저 7점에서 최고 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표 3]]].

4)구강보건교육 실태 및 구강보건교육 개선방안
구강보건교육 실태는 구강보건교육 실시 여부와 횟수,시기,대상자,교육자료 활용
및 교수 학습 방법 등 7문항과 구강보건교육 개선방안 9문항 등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된다[[[부록 2,3]]].

설문도구는 고소영(1999),윤준호(2005),강명화(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특수학교 교사에 맞게 재구성 하였다.

[[[표 2]]]구강보건 지식 변수 점수화
문항 점수화

칫솔질은 치아우식증에 효과적이다 매우 효과 있다(4점),
효과 있다(3점),
별 효과 없다(2점),
전혀 효과 없다,
잘 모르겠다(1점)

설탕이 배합되지 않은 음식은 치아우식증에 효과적이다
수돗물 불소는 치아우식증에 효과적이다
불소가 배합된 세치제는 치아우식증에 효과적이다
식사 후 칫솔질은 치주병에 효과적이다
정기적 세마는 치주병에 효과적이다

총점 최저 4점-최고 2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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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특수학교 교사의 구강보건교육 인식도 점수화
문항 점수화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구강보건교육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심이 매우 많다(5점)
관심이 많다(4점)
보통이다(3점)
관심이 적다(2점)
관심이 없다(1점)

선생님께서 보실 때,동료교사들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생님께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
건교육에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계십니까?

매우 자신 있다(5점)
자신감이 많은 편이다(4점)

보통이다(3점)
자신감이 적은 편이다(2점)
자신감이 없다(1점)

교사들의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능력이
나 전문 소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
까?

매우 충분하다(5점)
충분하다(4점)
보통이다(3점)

약간 부족하다(2점)
매우 부족하다(1점)

학생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하실 때,참
여 및 관심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극적이다(5점)
적극적인 편이다(4점)
그저 그렇다(3점)

소극적인 편이다(2점)
매우 소극적이다(1점)

선생님께서 볼 때,학생에게 하는 구강보건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5점)
필요하다(4점)
그저 그렇다(3점)
필요성이 적다(2점)
필요하지 않다(1점)

구강보건교육을 교과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
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점 최저 7점-최고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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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방법은 SAS9.1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
하였다.

1)대상자의 특성과 구강지식 및 구강보건교육 인식도는 문항별 빈도와 백분
율,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강지식 및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검정을 하였다.

3)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에 대한 구강지식 및 인식도
차이 검정은 t-tes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 특성에 따른 구강지식 및 인식도 요인분석은 다중 회귀 분석
(multipleregressionanalysis)을 하였다.

특수학교 교사의
일반적 특성 구강보건지식 변수
성별 충치에 관한 문항(4),잇몸질환에 관한 문항(2)
연령

교직 경력 t-test
교육 영역 ANOVA
소지 자격
담당 과정 특수학교 교사의 구강보건교육 인식도

구강보건교육 경험 교사 학생
교육 세미나 참석 의향 본인 및 동료교사의 관심여부 필요성

자신감 참여 및 관심
전문소양 교과내용 포함여부

구강보건 교육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

그림 1.연구의 틀



- 16 -

ⅣⅣⅣ...결결결과과과

111...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이 성별,연령대,교직경력,교육영역,소지
자격,담당과정,교육 경험 여부,세미나 참석 의향으로 볼 수 있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는 여자 교사가 74.9%(149명)으로 25.1%(50명)의 남자 교사
에 비해 3배 정도 많았고,연령은 30대 40.2%(80명),40대 29.7%(59명),20대 27.1%(54
명),50대 이상 3.0%(6명)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교직경력은 10년 이상 35.2%(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교육영역으로는 정신지체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59.3%(118명)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교사 소지 자격으로 대부분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지만,일반교사 자

격 소지자 4.5%(9명),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자격 둘 다 소지하고 있는 교사가 5.0%(10
명)으로 보였다.
담당과정으로 초등부 39.2%(78명)이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중등부 27.1%(54

명),고등부 23.1%(46명)순이었다.
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에서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73.4%(146명)으로 ‘있다’고

응답한 26.6%(53명)보다 2배 이상(93명)이나 많았고,구강보건교육 세마나 참석 의향
을 묻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1.8%(123명)으로 ‘없다’고 답한 응답자
38.2%(76명)보다 1.6배(47명)높은 응답률을 보이면서,대부분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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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99,(단위:명,%)
구분 특수학교 교사

성별 남 50(25.1)
여 149(74.9)

연령대

20-29세 54(27.1)
30-39세 80(40.2)
40-49세 59(29.7)
50세 이상 6(3.0)

교직경력

1년 미만 28(14.1)
1-3년 미만 33(16.6)
3-5년 미만 18(9.1)
5-10년 미만 50(25.1)
10년 이상 70(35.2)

교육영역

청각장애 44(22.1)
정신지체 118(59.3)
지체부자유 25(12.6)
정서장애 2(1.0)
중복장애 10(5.0)

소지자격
일반교사 9(4.5)
특수교사 180(90.5)

일반+특수교사 10(5.0)

담당과정

유치부 15(7.5)
초등부 78(39.2)
중등부 54(27.1)
고등부 46(23.1)
전공과 4(2.0)
복수과정 2(1.0)

교육 경험 있다 53(26.6)
없다 146(73.4)

세미나 참석 의향 있다 123(61.8)
없다 7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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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지지지식식식 수수수준준준

구강보건지식은 충치에 관한 문항 4개,잇몸질환에 관한 문항 2개 등 총 6개 문항
에 대해 응답결과에 따라 최저 4점에서 최고 24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은 평균 17.25점이며 100점 환산 시 71.86점으로 다소

높은 수준의 지식을 보였으며,문항별 분포는 [[[표 5]]]과 같다.

[[[표 5]]]구강보건지식 N=199,(단위:명,%)

내용
매우
효과
있다

효과
있다

별
효과
없다

전혀
없다

식후 칫솔질은 치아우식증 예
방에 효과가 있다. 32(16.1) 116(58.3) 35(17.6) 16(8.0)

무설탕 음시은 치아우식증 예
방에 효과가 있다. 17(8.5) 143(71.9) 36(18.1) 3(1.5)

불소 수돗물은 치아우식증예
방에 효과가 있다. 18(9.1) 111(55.8) 47(23.6) 23(11.6)

불소가 배합된 세치제는 치아
우식증에 효과가 있다. 22(11.1) 132(66.3) 24(12.1) 21(10.6)

식사 직후 칫솔질은 치주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52(26.1) 128(64.3) 16(8.0) 3(1.5)

주기적 세마는 치주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54(27.1) 107(53.8) 21(10.6) 17(8.5)

계 195(16.3) 737(61.7) 179(15.0) 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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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 인인인식식식도도도

대상자의 구강보건교육 인식도는 총 7문항으로 응답결과에 따라 최저 7점에서
최고 35점으로 점수화 하였다...조사대상자의 구강보건교육 인식도는 평균 23.60점이며
100점 환산 시 67.42점으로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긍정적인 인식의 빈도가 높
은 문항은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65.3%)’,‘학생들의 참여 및 관심(48.7%)’인 반
면,‘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자신감(63.8%)’,‘교사의 지도능력과 전문소양(58.3%)’은
부정적인 인식의 빈도가 높았다.문항별 분포는 [[[표 6]]]과 같다.

[[[표 6]]]구강보건교육 인식도 N=199,(단위:명,%)
내용 5점 4점 3점 2점 1점

교사의 구강보건교육 관심 14(7.0) 63(31.7) 108(54.3) 11(5.5) 3(1.5)

동료교사의 구강보건교육 관심 1(0.5) 71(35.7) 117(58.8) 10(5.0) ·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자신감 2(1.0) 23(11.6) 127(63.8) 41(20.6) 6(3.0)

교사의 지도능력과 전문소양 1(0.5) 26(13.1) 116(58.3) 44(22.1) 12(6.0)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 61(30.7) 130(65.3) 7(3.5) 1(0.5) ·

학생들의 참여 및 관심 7(3.5) 80(40.2) 97(48.7) 8(4.0) 7(3.5)

교과내용에 포함시킬 필요성 15(7.5) 114(57.3) 55(27.6) 9(4.5) 6(3.0)
계 101(7.3) 507(36.4) 627(45.0) 124(8.9) 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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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 여여여부부부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지지지식식식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지지지식식식

일반적 특성과 구강보건지식의 관계를 보면,성별에서는 여자 교사가 평균 17.38으
로 남자교사 16.86보다 조금 높았다.연령대는 40세 이상이 17.74점으로 가장 높
았고,교직경력은 10년 이상(p=0.0229)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교육
영역으로는 중복장애가 평균 18.80로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 정신지체 17.43점,청
각장애 16.77점 순이었다.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다’고 응답
한 대상자의 구강지식 점수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 보다 약간 높았다(p=0.5918).

[[[표 7]]]일반적 특성과 구강보건지식 N=199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orF p

성별 남 50 16.86 3.14 -1.06* 0.2943여 149 17.38 2.49

연령대
20-29세 54 16.74 2.28

2.12 0.122930-39세 80 17.19 2.73
40세 이상 80 17.74 2.84

교직경력 10년 미만 129 16.93 2.66 5.26 0.022910년 이상 70 17.83 2.59

교육영역

청각장애 44 16.77 2.41

1.76 0.1395
정신지체 118 17.43 2.51
지체부자유 25 16.68 3.34
정서장애 2 16.00 1.41
중복장애 10 18.80 3.39

교육경험여부 있다 53 17.42 2.42 0.29 0.5918없다 146 17.18 2.76

세미나 참석의향 있다 123 17.20 2.55 0.08 0.7733없다 76 17.32 2.87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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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 여여여부부부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구구구강강강지지지식식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에 대한 구강보건지식의 관
계를 보면,성별에서는 여자 교사가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
해 평균점이 약간 높았다(p=0.2992).연령대는 40세 이상에서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
는 경우 평균점이 20-29세에 비해 약간 높다(p=0.3714).교육영역에서는 청각장애를
지도하고 있는 교사 중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구강보건지식 평균 점수가
높음을 볼 수 있다(p=0.0560).

[[[표 8]]]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에 대한 구강보건지식 N=199
·

구분
있다 없다

t pN 평균 N 평균

성별
남 13 16.62 37 16.95 -0.32 0.7474
여 40 17.68 109 17.27 1.04 0.2992

연령대
20-29세 8 17.25 46 16.65 0.68 0.4995
30-39세 23 16.74 57 17.37 -0.93 0.3538
40세 이상 22 18.18 43 17.51 0.90 0.3714

교직경력 10년 미만 27 16.82 102 16.96 -0.25 0.8013
10년 이상 26 18.04 44 17.71 0.52 0.6063

교육영역
청각장애 16 17.69 28 16.25 1.97 0.0560
정신지체 27 17.56 91 17.40 0.29 0.7726
지체부자유 9 17.11 16 16.44 0.48 0.6383

세미나 참석의향 있다 33 17.06 90 17.26 -0.37 0.7086
없다 20 18.00 56 17.07 1.25 0.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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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 여여여부부부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식식식도도도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 인인인식식식도도도

일반적 특성과 구강보건교육 인식도는 연령대,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세미나 참
석 의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40세 이상(평균 24.65)의 구강보건교육 인식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20-29세,30-39세 순이었다(p=0.0033).교육경험 있는 경우(평균
25.17)교육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았고(<.0001),세미나 참석의향 있는 경우(평균
24.15)없다고 답한 경우(평균 22.71)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p=0.0012).

[[[표 9]]]일반적 특성과 구강보건교육 인식도 N=199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orF p

성별 남 50 23.18 3.34 -1.11* 0.2677여 149 23.74 2.98

연령대
20-29세 54 23.11 2.68

5.89 0.003330-39세 80 23.08 3.07
40세 이상 65 24.65 3.16

교직경력 10년 미만 129 23.41 2.90 1.36 0.244810년 이상 70 23.94 3.36

교육영역

청각장애 44 23.89 3.31

0.77 0.5466
정신지체 118 23.64 3.05
지체부자유 25 22.72 3.03
정서장애 2 22.50 3.54
중복장애 10 24.20 2.35

교육경험여부 있다 53 25.17 2.49 20.76 <.0001없다 146 23.03 3.07

세미나 참석의향 있다 123 24.15 2.87 10.75 0.0012없다 76 22.71 3.20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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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 경경경험험험 여여여부부부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 인인인식식식도도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인식도
는 성별,연령대,교직경력,교육영역,세미나 참석 의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
다.전체적으로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표 10]]] 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인식도 N=199

구분
있다 없다

t pN 평균 N 평균

성별
남 13 24.69 37 22.65 1.95 0.0566
여 40 25.33 109 23.16 4.32 <.0001

연령대
20-29세 8 25.5 46 22.70 2.92 0.0051
30-39세 23 24.13 57 22.65 2.44 0.0175
40세 이상 22 26.14 43 23.88 2.86 0.0057

교직경력
10년 미만 27 24.74 102 23.06 2.74 0.0070
10년 이상 26 25.62 44 22.96 3.44 0.0010
청각장애 16 26.13 28 22.61 3.92 0.0003

교육영역 정신지체 27 24.74 91 23.32 2.16 0.0328
지체부자유 9 24.67 16 21.63 2.70 0.0127

세미나 참석 의향 있다 33 25.49 90 23.66 3.25 0.0015
없다 20 24.65 56 22.02 3.36 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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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지지지식식식 및및및 인인인식식식도도도 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

111)))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지지지식식식 점점점수수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회회회귀귀귀모모모형형형 결결결과과과

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조사 대상자의 교육영역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즉,성별,연령대,교직경력,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
등의 요인을 보정한 상태에서 청각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에 비해 중복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지식점수가 높았다(p=0.0149).

[[[표 11]]]구강보건지식 점수에 대한 회귀모형 결과 N=199
구분 회귀계수 t p

성별 남
여 0.49619 1.15 0.2526

연령대
20-29세
30-39세 0.27549 0.57 0.5725
40세 이상 0.41469 0.67 0.5041

교직경력 10년 미만
10년 이상 0.85946 1.65 0.1011

교육영역

청각장애
정신지체 0.82816 1.75 0.0812
지체부자유 0.05639 0.09 0.9316
중복장애 2.28125 2.46 0.0149

교육경험여부 없다
있다 0.18959 0.44 0.6637

세미나 참석 의향 없다
있다 0.06557 0.16 0.8747

R-square(Adj.R-square) 0.0786(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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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 인인인식식식도도도 점점점수수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회회회귀귀귀모모모형형형 결결결과과과

대상자의 구강보건교육 인식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교육
경험여부,세미나 참석 의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즉,성별,교
직경력,교육영역을 보정한 상태에서 40세 이상 교사가 20-29세 교사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p=0.0045).또한 교육경험(<.0001)과 세미나 참석 의향(p=0.0001)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표 12]]]구강보건교육 인식도 점수에 대한 회귀모형 결과 N=199
구분 회귀계수 t p

성별 남
여 0.60848 1.34 0.1819

연령대
20-29세
30-39세 -0.07570 -0.15 0.8826
40세 이상 1.87198 2.88 0.0045

교직경력 10년 미만
10년 이상 -0.37221 -0.68 0.4978

교육영역

청각장애
정신지체 -0.36822 -0.74 0.4589
지체부자유 -0.77068 -1.12 0.2647
중복장애 1.04989 1.08 0.3021

교육경험여부 없다
있다 2.02427 4.43 <.0001

세미나 참석 의향 없다
있다 1.70751 3.92 0.0001

R-square(Adj.R-square) 0.2348(0.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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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고고고찰찰찰

본 연구는 특수학교 재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지식 및 구강보건교
육 인식도를 분석하고,구강보건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을 조사하여 현 시점을 점검
하고 보다 효율적인 학교구강보건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지지지식식식

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 점수는 평균 17.25점으로 100점으로 환산 시 71.86점으로
다소 높은 수준의 지식을 보였다.이는 윤준호(2005)의 연구결과(61.25점)보다
10.61높은 점수이다.문항별 빈도에 있어서도 충치에 관한 4문항 중 3문항은 두
집단이 비슷한 정도를 보였고,불소 수돗물의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에 관한 문항에
서 차이를 나타내었다.이외에도 고소영(1999),지선하(1999)등의 연구결과에서 불
소에 대해 낮은 지식수준을 보여,특수학교 교사의 불소에 대한 올바른 지식수준
을 평가할 수 있었다.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김희경(1986)의 연구에서 구강보건
지식 및 관리행동은 10점 만점에서 7점,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김숙진(2003)의 구
강보건지식 수준은 평균 18.75(64.7%)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강명신(1994),김경
희(1993)의 연구결과 역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또한 이명주(2001)의 연구에서
특수학교 교사들은 자신의 구강상태를 ‘양호(74.9%)하다’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이와 같이 구강보건지식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자료 수집의 다양한 접
근 방법과 건강증진의 향상으로 보여 진다.구강보건지식은 교직경력(p=0.0229)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지만,구강보건교육 경험(청각장애 교육영역
제외,p=0.0560)유·무나 관련성 요인 분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구강보건지식 향상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교사의 인식 변화
로 학생의 계속적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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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 인인인식식식도도도

대상자의 구강보건교육 인식도는 평균 23.60로 100점 환산 시 67.42점으로 약간
높은 점수를 보였다.박금옥(2004)의 연구결과 대상자의 연령이 ‘20세 이하’인 경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구강보건교육 요구도가 높았다.관련성 요인분석과 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결과에서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인
식도 점수를 보였다.대상자의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 28.1%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이는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한 류정숙(1999)의 연구(82.6%)와
류원향(2001)의 연구(92%)에 비해 현저히 낮다.대부분 일반학교와 다르게 특수학
교에서는 담임교사가 학생의 칫솔질 지도를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강보건교
육 경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김혜영(2004),송병선(2004),노
송(1992)의 연구에 따르면 구강보건교육 후,구강보건관리 실태와 인식정도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구강보건교육 세미나 참석의향으로 61.8%가 ‘있다’라고
응답하여 강명신(1994)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또한 김교웅(1999),박금옥(2004)
의 연구결과를 참고할 때 학생을 교육,담당하는 교사들의 구강보건인식도와 지속
적인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보다 더 강조되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333...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 실실실태태태 및및및 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구강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49.5%가 ‘보통’으로 응답하였고,
6.9%는 ‘전혀없다’고 하였다.이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구강보건교육 실
시(98.5%)결과 보다 낮았다(류정숙,1999).
구강보건교육은 한 학기당 ‘2회 이하(62%)’로 하고 있으며,‘3회 이상(39.5%)’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김정혜(1997)의 연구에서 1985년 미국에서
실시한 학교보건교육 평가의 결과에 의하면,학교보건교육의 효과와 교육시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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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연관이 있다고 나타났고 지식,태도,실천의 3개 영역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 시간 수는 약 40-5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따라서 교사들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 인식이 미약하다고 의심되며,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 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구강보건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교사로 보건교사(83%),담임교사(75%),보건의

료인(4.6%)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박정순(2002)과 이충섭(1999)의 연구에서 구강
보건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구강보건 관리인력으로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했다.이는 학교라는 특성상 구강보건의
료인의 접근적 제약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진다.
구강보건교육에 사용되는 교육자료 및 교수학습방법으로 치아모형과 칫솔,시

청각자료 등이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치과의원을 대상으로 한 김가영(2004)의 연
구에서 악치모형(17.5%)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박귀동(1987)은 교육의 이
해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매체가 필요하며,진보형(2002)의 연구에서
대상에 따른 구강보건교육자료의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특수학교 교사 및 특수학
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자료 개발이 요구된다.특히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
한 장애영역으로 정신지체(49.5%)가 가장 높았다.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구강보건교육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점심시간에

담임교사가 매일 지도(42.3%)’문항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이는 초등학교 보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정미(2004)의 연구결과 ‘가정에서 부모님의 교육(43.3%)’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이는 이수경(1995)연구에서 구강보건증진에 있어서의 교
사의 역할로 ‘아동에게 칫솔질을 매일 하도록 지도한다’라는 질문에 90%이상의 높
은 찬성률을 보인 것과 같이 학생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 특수학교 교사의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교육 인식도는 일
반인 혹은 보건교사와 비슷한 편이었으나 ‘장애’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구강
보건교육의 중요성에 접근하여,지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뿐 아니라 장애학생의
구강건강증진과 바람직한 교육환경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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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전국의 학교 내지 교사 연수를 통한 교육 또는 대학 정규 교과과정 자
료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세미나 참석이나 교육 기회 등의 여부를 증진 시
킬 수 있도록 긍정적 태도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333...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본 연구는 설문지를 배부하여 얻어진 결과이므로 응답자가 연구자의 질문 의
도와는 다르게 이해하고 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또한 서울시에 소재
한 29개 중 12개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교육 영역이나 담당과정,지역적
특성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표본으로 선정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서울시 특수학
교 교사로 일반화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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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의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교육 실태와 인
식도 및 개선방안을 조사하여 학교 내 구강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를 마련하
고자 시도되었다.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12개 특수학교 교사 199명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연구도구는 대상자의 특성을 묻는 11문항,구강보건지식 6문항,구강
보건교육인식도 7문항 등을 포함한 총 37문항으로 구성하여 우편으로 배포하였으며 자
료수집기간은 2008년 4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였다.수집된 자료는 SAS9.1을 이용하
여 빈도,백분율,평균 및 표준편차,t-test,ANOVA(F-test)로 분석하였고,관련요인분
석은 multipleregressionanalysis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조사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은 평균 17.25점으로 100점으로 환산 시 71.86점,구강보
건교육인식도는 평균 23.60점으로 100점으로 환산 시 67.42점으로 분석되었다.

2)일반적 특성과 구강지식의 관계를 보면,성별에서는 여자 교사가 평균 17.38으
로 남자교사 16.86보다 조금 높았다.연령대는 40세 이상이 17.74점으로 가장 높
았고,교직경력은 10년 이상(p=0.0229)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교육영역으
로는 중복장애가 평균 18.80로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 정신지체(17.43),청각장
애(16.77)순이었다.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구강지식점수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 보다 약간 높았다(p=0.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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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에 대한 구강보건지식의 관계
를 보면,성별에서는 여자 교사가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평균점이 약간 높았다(p=0.2992).연령대는 40세 이상에서 구강보건교육 경험
이 있는 경우 평균점이 20-29세에 비해 약간 높다(p=0.3714).교육영역에서는 청각
장애를 지도하고 있는 교사 중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구강보건지식 평
균 점수가 높음을 볼 수 있다(p=0.0560).

4)일반적 특성과 구강보건교육 인식도는 연령대,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세미나
참석 의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40세 이상(평균 24.65)의 구강보건교
육인식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20-29세,30-39세 순이었다(p=0.0033).교육경험
있는 경우(평균 25.17)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았고(<.0001),세미나 참
석 의향 있는 경우(평균 24.15)없다고 답한 경우(평균 22.71)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p=0.0012).

5)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인식
도는 전체적으로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은 인식도를 보였
다.

6)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조사 대상자의 교육영역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즉,청각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에 비해
중복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지식점수가 높았다(p=0.0149).

7)대상자의 구강보건교육 인식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교
육 경험 여부,세미나 참석 의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즉
40세 이상 교사가 20-29세 교사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45).또한 교육경험
(<.0001)과 세미나 참석의향(p=0.0001)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 32 -

결론적으로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 인식도에 비해 구강보
건지식은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스컴,인
터넷 정보와 치과 방문 시 구강전문 의료인을 통한 교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지식습득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구강보건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을
통해 장애아동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점심시간에 담임교사가 매일 지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 및 전문성 부족이 문제점으
로 지적된다.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강전문 의료인을 통한 교육으로 학교
구강보건교육의 정립과 학생의 장애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구강보건교육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통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22...제제제언언언

이상의 결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계속적인 학교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확한 구강보건
교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구강전문 의료인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2)학생들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할 때,동기유발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특히 정신지체 영역의 개발이
요구된다.

3)치과위생과 학생 또는 구강전문 의료인이 연계되어있어 지속적이고 보다 높은
질의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 환경을 제공받는 특수학교의 교사와 학생 군
과 그렇지 않은 군에 대한 대조군 연구를 통해 구강건강 실태 및 인식도가 어
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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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증진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특수학교 교사의 구강지식과 구강보건교육 인식도 조사를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설문 작성 소요시간은 약 10분정도이며,설문내용은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며 선생님의 소중한 시간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8년 4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증진교육학 전공 황 유 진
연락처 H․P 016-215-5339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1.성별:① 남 □ ② 여 □

2.연령대: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이상

3.특수학교 교직경력:① 1년 미만 □ ② 1년 이상 □ ③ 3년 이상 □
④ 5년 이상 □ ⑤ 10년 이상 □

4.장애 영역 (어느 유형의 아동을 교육하고 계신지 기입해 주십시오.):
① 시각장애 □ ② 청각장애 □ ③ 정신지체 □ ④ 지체부자유 □ ⑤ 정서장애 □

5.소지 자격 종류:① 일반교사 □ ② 특수교사 □

6.담당 과정분야:① 유치부 □ ② 초등부 □ ③ 중등부 □ ④ 고등부 □
⑤ 전공과 □ ⑥ 보건 □

7.선생님께서는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8.만약,교육에 관한 세미나가 있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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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강강강지지지식식식>>>

<<<특특특수수수학학학교교교 교교교사사사의의의 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 인인인식식식도도도>>>

15.선생님께서 평소에 구강보건교육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관심이 매우 많다.□ ② 관심이 많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이 적다.□ ⑤ 관심이 없다.□

16.선생님께서 보실 때,동료 선생님들은 구강보건교육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① 관심이 매우 많다.□ ② 관심이 많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이 적다.□ ⑤ 관심이 없다.□

다음 각 아래 문항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문항 하나에 “V”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①매우
효과
있다

②효과
있다

③ 별
효과
없다

④ 전 혀
효과
없다

⑤ 잘
모르
겠다

9
음식물을 먹은 후에 칫솔질을
천천히 하면 치아우식증(충
치)예방에 효과가 있습니까?

10
설탕이 배합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치아우식증(충치) 예
방에 효과가 있습니까?

11
도시의 수돗물에 불소를 넣으
면 도시주민의 치아우식증(충
치)예방에 효과가 있습니까?

12
불소가 배합된 세치제를 사용
하여 칫솔질을 하면 치아우식
증(충치)에 효과가 있습니까?

13
음식을 먹은 직후에 칫솔질을
철저히 하면 치주병(잇몸병)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까?

14
치과에서 주기적으로 세마(스
켈링)를 하면 치주병(잇몸병)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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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구강보건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성이 적다.□ ⑤ 필요하지 않다.□

18.선생님께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에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자신 있다.□ ② 자신감이 많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자신감이 적은 편이다.□ ⑤ 자신감이 없다.□

19.교사들의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능력이나 전문 소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20.학생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하실 때,참여 및 관심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극적이다.□ ② 적극적인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소극적인 편이다.□ ⑤ 매우 소극적이다.□

21.구강보건교육을 교과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성이 적다.□ ⑤ 필요없다.□

<<<특특특수수수학학학교교교 교교교사사사의의의 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 실실실태태태>>>

22.귀교에서는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많이 있다.□ ② 많이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있다.□ ⑤ 전혀 없다.□

23.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보다 효율적인 구강관리를 위해 □ ② 학생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
③ 학부모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 ④ 기타 □_______________

24.귀교에서 구강보건교육을 한학기당 몇 회 정도 실시합니까?
① 2회 이하 □ ② 3회 이상 □ ③ 5회 이상 □ ④ 10회 이상 □ ⑤ 매일 □



- 40 -

25.선생님께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대상자는 주로 누구입니까?
① 학생 □ ② 학부모 □

26.구강보건교육 실시 시기는 주로 언제입니까?
① 학기 초 □ ② 학기 말 □ ③ 수시 □ ④ 정기적 □ ⑤ 기타 □

27.구강보건교육을 할 때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① 교육자료집 □ ② 시청각자료 □ ③ 장애관련도서 □
④ 교과서 □ ⑤ 치아 모형과 칫솔 □ ⑥ 기타 □

28.선생님께서 구강보건교육을 하실 때,주로 사용하는 교수학습방법은 어느 것입니까?
① 교육자료집 □ ② 시청각자료 □ ③ 장애관련도서 □
④ 교과서 □ ⑤ 치아 모형과 칫솔 □ ⑥ 기타 □

<<<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개개개선선선 방방방안안안>>>

29.구강보건교육은 한학기당 몇 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2회 이하 □ ② 3회 이상 □ ③ 5회 이상 □ ④ 10회 이상 □ ⑤ 매일 □

30.구강보건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활용시간은 언제입니까?
① 교과 활동 시간 □ ② 특별 활동 시간 □ ③ 점심시간 □ ④ 기타 □

31.구강보건교육은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담임교사 □ ② 보건교사 □ ③ 보건 의료인 □ ④ 기타 □

32.구강보건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구강보건교육 내용이 담긴 교육과정을 정규 수업시간에 정기적으로 지도 □
② 교육과정과 연계하지 않고 독립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 재량 하에 정기
적으로 지도□

③ 점심시간에 담임교사가 매일 지도 □
④ 구강전문 의료인을 통한 지도 □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

33.구강보건 교육 자료 개발이 필요한 장애영역은 무엇입니까?
① 시각장애 □ ② 청각장애 □ ③ 정신지체 □
④ 지체부자유 □ ⑤ 정서장애 □ ⑥ 학습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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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연수는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학교 재학 중에 필수과목이나 교양과목으로 이수시킨다.□
② 지역교육청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연수 시킨다.□
③ 구강전문 의료인을 통해 자율연수를 시킨다.□
④ 기타 □

35.구강보건교육을 하는데 장애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육과정 운영상 시간 확보의 어려움 □ ②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 □
③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부족 □ ④ 보조인력 부족 □ ⑤ 기타 □

36.바람직한 구강보건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담임교사의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 □
②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
③ 학생의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관심 □
④ 학부모의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관심 □
⑤ 기타 □_________

37.구강보건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
② 구강보건교육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체계적으로 제시 □
③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교사의 교수학습능력 □
④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교사연수 확대 □
⑤ 기타 □_________

*선생님의 솔직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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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실태

◎ 구강보건 교육 실시 이유 N=215,(단위:명,%)

문항 효율적
구강관리

학생에게
동기부여

학부모에게
동기부여 기타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87
(87.0)

21
(9.87)

5
(2.3)

2
(0.9)

◎ 구강보건교육 실시 횟수 N=205,(단위:명,%)

문항 2회 이하 3회 이상 5회 이상 10회 이상 매일
귀교에서 구강보건교육을 한학
기당 몇 회 정도 실시합니까?

127
(62.0)

34
(16.6)

8
(3.9)

3
(1.5)

33
(16.1)

◎ 구강보건교육 실시 대상자 N=210,(단위:명,%)

문항 학생 학부모

선생님께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대상자는 주로 누구입니까? 193(91.9) 13(6.2)

중복응답 4명(1.9%)

◎ 구강보건 교육 실시 여부 N=216,(단위:명,%)

문항 매우 많다 많다 보통 조금 전혀 없다
귀교에서는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11
(5.1)

58
(26.9)

107
(49.5)

25
(11.6)

15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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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보건교육 실시 시기 N=210,(단위:명,%)
문항 학기 초 학기 말 수시 정기적 매일

구강보건교육 실시 시기는 주로
언제입니까?

39
(18.6)

29
(13.8)

97
(46.2)

23
(11.0)

22
(10.4)

◎ 구강보건교육에 주로 활용한 교육자료 N=212,(단위:명,%)

문항 교육
자료집

시청각
자료

장애
관련
도서

교과서
치아
모형과
칫솔

기타

구강보건교육을 할 때 학생들에
게 어떤 교육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4
(1.9)

48
(22.6)

2
(0.9)

1
(0.5)

88
(41.5)

26
(12.3)

중복응답 43명(20.28%)

◎ 구강보건교육에 주로 사용하는 교수학습방법 N=209,(단위:명,%)

문항 교육
자료집

시청각
자료

장애
관련
도서

교과서
치아
모형과
칫솔

기타

선생님께서 구강보건교육을
하실 때,주로 사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은 어느 것입니까?

4
(1.9)

56
(26.8)

4
(1.9) ・

82
(39.2)

29
(13.9)

중복응답 34명(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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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개선 방안

◎ 적절한 교육 시수 N=215,(단위:명,%)
문항 0-2회 3-4회 5-9회 10회 이상 매일

구강보건교육은 한학기당 몇 회 정도 실
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6
(26.1)

85
(39.5)

28
(13.0)

8
(3.7)

38
(17.7)

◎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효과적 활용시간 N=217,(단위:명,%)
문항 교과활동시간 특별활동시간 점심시간 기타

구강보건교육을 위한 효과적
인 활용시간은 언제입니까?

44
(20.3)

39
(18.0)

100
(46.1)

22
(10.1)

중복응답 12명(5.53%)

◎ 구강보건교육을 주로 담당해야 하는 교사 N=216,(단위:명,%)
문항 담임교사 보건교사 보건의료인 기타

구강보건교육은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5(34.7) 83(38.4) 10(4.6) 7(3.2)
중복응답 41명(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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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보건교육의 효과적인 교육방식 N=215,(단위:명,%)

문항 ① ② ③ ④ ⑤
구강보건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6
(16.7)

48
(22.3)

91
(42.3)

20
(9.3)

5
(2.3)

중복응답 15명(6.98%)

① 구강보건교육 내용이 담신 교육과정을 정규 수업시간에 정기적으로 지도
② 교육과정과 연계하지 않고 독립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 재량 하에 정
기적으로 지도

③ 점심시간에 담임교사가 매일 지도
④ 구강전문 의료인을 통한 지도
⑤ 기타

◎ 구강보건교육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한 장애영역 N=208,(단위:명,%)

문항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신
지체

지체
부자유

정서
장애

학습
장애

구강보건 교육 자료 개발이 필요
한 장애영역은 무엇입니까?

13
(6.3)

10
(4.8)

103
(49.5)

27
(13.0) 2(1.0) 1(0.5)

중복응답 52명(25.00%)

◎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적절한 연수 방법 N=214,(단위:명,%)
문항 ① ② ③ ④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연수는 어떻게 실시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8
(8.4)

67
(31.3)

119
(55.6) 7 (3.3)

중복응답 3명(1.40%)

① 대학교 재학 중에 필수과목이나 교양과목으로 이수시킨다.
② 지역교육청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연수시킨다.
③ 구강전문 의료인을 통해 자율연수를 시킨다.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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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보건교육의 장애요인 N=212,(단위:명,%)
문항 ① ② ③ ④ ⑤

구강보건교육을 하는데 장애 요인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4
(20.8)

111
(52.4)

9
(4.3)

25
(11.8)

13
(6.1)

중복응답 10명(4.72%)

① 교육과정 운영상 시간 확보의 어려움
②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
③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부족
④ 보조인력 부족
⑤ 기타

◎ 구강보건교육의 해결과제 N=216,(단위:명,%)
문항 ① ② ③ ④ ⑤

바람직한 구강보건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
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9
(45.8)

30
(13.9)

37
(17.1)

30
(13.9)

9
(4.2)

중복응답 11명(5.09%)

① 담임교사의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
②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③ 학생의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관심
④ 학부모의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관심
⑤ 기타

◎ 구강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N=213,(단위:명,%)

문항 ① ② ③ ④ ⑤
구강보건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9
(37.1)

46
(21.6)

17
(8.0)

50
(23.5)

10
(4.7)

중복응답 11명(5.16%)

①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② 구강보건교육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체계적으로 제시
③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교사의 교수학습능력
④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교사연수 확대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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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서울시 특수학교 현황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맹학교 서울 종로구 신교동 1-4 02 737 0657
서울동천학교 서울 노원구 하계1동 288-1 02 974 9575
서울농학교 서울 종로구 신교동 1-1 02 724 7912
서울애화학교 서울 강북구 미아3동 124-2 02 987 5162
서울삼성학교 서울 동작구 상도4동 212-128 02 823 3814
한국구화학교 서울강동구고덕동297번지 02 428 0874
서울경운학교 서울 종로구 경운동 2번지 삼일로 21 02 3676 2038
수도사랑의학교 서울 종로구 사직동 262-57 02 739 9868
서울광진학교 서울 광진구 구의3동 587-52 02 455 0433
서울명수학교 서울 성북구 성북2동 226-220 02 762 8049
서울정인학교 서울 강북구 수유1동 468-305 02 983 4004
한빛맹학교 서울 강북구 수유1동 484-21 02 987 2023
서울인강학교 서울 도봉구 도봉1동 381-1 02 956 9606
서울정민학교 서울 노원구 하계동 153-1 02 978 8405
은평대영학교 서울 은평구 구산동 191-1 02 357 1702
연세대학교재활학교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02 2228 3914
한국우진학교 서울 마포구 중동 64-2 02 304 6255
교남학교 서울 강서구 화곡6동 960-22 02 2607 2456
서울정진학교 서울 구로구 궁동 온수학교길 78 02 2688 1304
성베드로학교 서울구로구항동1-1 02 2612 7385
광성해맑음학교 서울 동작구 대방동 395-2 02 813 8386
서울정문학교 서울 관악구 신림7동 난향2길 19 02 869 7189
삼육재활학교 서울 관악구 봉천1동 722-19 02 884 4831
다니엘학교 서울 서초구 내곡동 1-1328 02 445 9436
정애학교 서울 강남구 삼성1동 74-13번지 02 540 7264
밀알학교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3번지 02 3412 1133
광성하늘빛학교 서울 송파구 풍납동 474-1번지 02 474 1004
한국육영학교 서울 송파구 장지동 45-4 02 431 6878
주몽학교 서울 강동구 상일동 179번지 02 3427 1321
*2007년 4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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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JIN HWANG
GraduateSchoolof
PublicHealth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SunHaJee,Ph.D.)

Thisstudywasintendedtoprovidethebaseofanoralhealtheducation
planinspecialschoolsfortheeducationofphysicallyormentallyhandicapped
children by checking theteachers'knowledgeoforalhealth andtheactual
state,aplanforimprovementandperceptionoforalhealtheducation.Inthe
study,thedatahad been collected from 199specialteachersin 12special
schoolsinSeoul.Themethodofthestudywasthequestionnairesconsisting
of37 questions including 11 questions ofgeneralfeatures,6 questions of
knowledgeaboutoralhealth and 7questionsofperception fororalhealth

education.Thedatawascollectedfrom the7thofAprilin2008tothe9thof
Mayin2008.Thecollecteddatawasanalyzedforthefrequency,percentage,
t-testandANOVA(F-test)bySAS9.1program,forrelatingfactorbymultiple
regression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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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ultswereasfollows

1)Intheanalysisoforalhealthknowledgeofteachers,theaveragescorewas
17.25,71.86 of100,and perception fororalhealth education,theaverage
scorewas23.60,67.42of100,whichseemedtheywererelativelyonahigh
level.

2)Intheanalysisofrelationshipbetweengeneralfeaturesandoralknowledge,
ingendertheaveragescoreofwomenteacherswas17.38,thatwashigher
thanmenteachers',16.86.Over40s(averagescore17.74)inagesandover
10years(p=0.0229)incareer,werevaluablestatistically.Intheeducational
part,multipledisabilitieswereonthehighestlevel,theaveragescorewas
18.80.The second,mentally handicapped,average 17.43,and the next,
hearing impairments,16.77.In the status of experience of oralhealth
education,thecorrelationwhoanswered'yes'hasgotthehigherscoreof
oralknowledgethanwhoanswered'no',werelittlebithigh(p=0.5918).

3)In the analysis ofrelationship oforalhealth educationalexperience by
generalfeatures,in gender,women teacherswereon thehigheraverage
scoreoforalknowledge,themoregotexperienceoforalhealtheducation.In
age,over40s,whohasgotexperienceoforalhealtheducation,theaverage
scorewaslittlebithigherthan20-29s'(p=0.3714).Ineducationalpart,the
averagescorewasonthehigher,wherethey'vegotexperiencewhoteach
hearingimpairments(p=0.0560).

4)Thereweresignificantdifferencesinthegeneralfeaturesandperceptionfor
oralhealth education in age,experienceoforalhealth education and an
intention of attending seminar.The score,perception for or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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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ofover40swasthehighest.Thesecondwas20-29sandthenext
was30-39s(p=0.0033).Thecasehasgotexperienceoftheeducation,the
averagescorewas25.17,washigherthantheotherhand(<.0001).Thecase
hasgotanintentionofattending seminar(average24.15)seemedbeona
higherscore(p=0.0012)thantheotherhand(average22.71).

5)Thereweresignificantdifferencesintheperceptionfororalhealtheducation
bythegeneralfeaturesofexperienceofthat,ingender,age,careerofthe
education,partofthe education and an intention ofattending seminar.
Totally,thecaseofhavingexperienceoforalhealtheducationseemedhigh
perceptionstatistically.

6)The correlation's partofeducation was more meaningfulamong other
factorsstatistically.Theknowledgescoreofteacherswhoteach multiple
disabilitieswashigherthanwhoteachhearingimpairment(p=0.0149).

7)Thecorrelation'sperceptionfororalhealtheducationbyanalyzingfactors
weremeaningfulamongotherfactorsstatisticallyinage,experienceofthe
educationandanintentionofattendingseminar.Teachersover40swason
thehigherscorestatisticallythan20-29s(p=0.0045),andthecasesofhaving
educational experience(<.0001) and an intention of attending seminar
(p=0.0001),seemedtheywererelativelyoptimistic.

In conclusion,knowledgeoforalhealth wason ahigherlevelthan the
perceptionfororalhealtheducationtoteachersinspecialschools.Thatiswhy,
itispossibletolearnknowledgethroughseveralways,masscommunications,
informationbyinternetandeducationbyoralmedicaladviserwhenvisitdental
clinic.Itisthemosteffectivethatteacherteachesdisabilitiesbythere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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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theimprovementsoforalhealtheducationeveryday.Howevershortageof
understanding,knowledgeandaspecialityinoralhealtheducationwaspointed
outasaproblem.Thus,forconsideringacounterplan,itisneedful,education
foratriangularposition oforalhealth education in schoolby oralmedical
adviser,effectiveeducation oforalhealthandeffortby supporting interests
and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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