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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구강건강행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대학생

들의 효과적인 구강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강보건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본 연

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 및 강원도에 위치한 3개 대학의 3년제 치과계열

(치기공과, 치위생과)과 2년제 일반계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0년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 12일간 자료를 수

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하고 429부를 분석하였

다. 자료분석은 SA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 산술평균, T - test ,

ANOVA, χ2 - test , 요인분석,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사

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구강건강행위의 실천 정도는 치과계열에서 전체 평균

29.8점(총점50점)이었고 실천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올바른 잇솔질(5점 척

도 평균 3.9점)이었고 일반계열은 전체 평균 26.6점(총점 50점)으로 실천정

도가 가장 높은 것은 술, 담배 절제(5점 척도 평균 3.8점)였다. 요인분석에

의해 구강건강행위는 요인 1 주기적인 구강검진, 스케일링 및 치실 사용과

요인 2 식후 잇솔질, 올바른 잇솔질 및 술, 담배 절제, 요인 3 불소 함유

세치제 및 용액 사용과 요인 4 식습관 (설탕 섭취 제한, 충분한 영양섭취)

4가지로 구분되었다.

둘째, 구강건강행위와 인지- 지각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구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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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요인1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구강건강중요성, 구강건강지

식, 구강건강관심도, 자기효능감,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장애이고 구강건강

행위 요인2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구강건강중요성 구강건강지

식, 구강건강관심도, 자기효능감,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혜택, 구강건강통

제위로 나타났고 구강건강행위 요인3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구

강건강중요성, 구강건강지식, 구강건강관심도, 자기효능감, 구강건강혜택,

구강건강통제위로 나타났다. 구강건강행위 요인4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가 없었다.

셋째, 구강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

귀 분석한 결과 구강건강행위 요인1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구강보건교

육, 최근 1년내 구강건강검진, 치과예방처치와 구강건강행위장애와 구강건

강행위혜택 변수가 영향을 미쳤고, 구강건강행위 요인2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과 구강건강 관심도, 구강건강통제위, 인지된 구강건강상태가

영향을 주는 변수였다. 구강건강행위 요인3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구강건

강관심도와 자기효능감이였고, 구강건강행위 요인4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는 지역과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구강건강행위를 측정하는 변수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연구

도구로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며 대학생들의 구강건강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구강건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도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어 : 구강건강행위, 자기효능감, 구강건강통제위, 구강건강장애,

구강건강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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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건강은 인간 행복의 한가지 조건이고, 구강건강은 건강의 일부이다.

구강건강은 질병에 이환 되지 않고 정신적으로 건전하며,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구강조직 및 장기의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구강이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사

회적으로 타인과의 생활에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구강조직 및 장기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하는데 전신건강을 위해서 구강건강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김종배 등, 1999).

구강병의 특성은 발생 빈도가 높고 범발성 질환이며, 만성질환인 동시

에 누진적인 질환이다(원상연 등, 1997).

1995년 의료보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질병별 다빈도순위 중 치아우

식증은 3위, 치수 및 치근막 주위조직의 질환은 5위, 치은 및 치주질환은

13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치아우식증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1972년 12

세 아동당 치아우식증을 경험한 치아수가 0.6개이던 것이 1990년에는 3.0개

로 약 5배 증가하였고, 1995년 전국적인 조사에서는 3.1개로 증가하였다(구

강보건정책연구회, 1998).

위와 같은 이유에서 구강건강행위는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의 예방이 가

능하며, 구강병을 예방하는데 있어 개인의 구강건강행위가 매우 중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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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구강건강이란 단순히 생의학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규정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동적

과정이다 (이흥수 등, 1999). 개인의 구강건강과 구강병은 생의학적 원인

에서만이 아니라 구강건강행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구강건강행위는 생물

학적 과정이라기 보다는 사회심리적 과정이라는 특징을 지닌다(오윤배 등,

1994). 즉 사람의 구강건강행위는 사회심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더 큰 영

향을 받는 것이다.

구강건강을 위한 어떠한 행동에 대하여 안다고 해서 건강행위가 즉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해 지각 및 이해, 지

식의 수용, 분석단계를 거쳐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Suchman, 197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첨가된 Pender (1987)의 건강증진모형을

이용하여 구강건강의 중요성, 인지된 구강건강통제위, 구강건강 관심, 자기

효능감, 인지된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행위의 혜택, 구강건강행위의 장애

로 구성된 인지- 지각요인과 인구학적 요인, 행동적 요인으로 이루어진 조

정요인과 구강건강행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본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일반적인 사회여건상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건이 되지 아니하였던 고교 생활을 끝내고 일정한 지적인 능력과

자신의 건강상태에 관해 평균이상의 관심을 보일 연령인 대학생을 대상으

로 조사하였고 또한 앞으로 국민구강보건에 일익을 담당할 중요한 인력인

치기공과와 치위생과 학생을 중점적으로 조사 연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에서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근로자

대상의 연구는 많이 있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원상연외 3인의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것과 구강보건 관리인력 중에서는 일반치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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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연구된 허준석 외 3인의 논문이 있다.

Stoll(1974)은 학교구강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구강보건의 중심이 될 3년제 치과계열 대학생을

중심으로 일반계열 대학생의 구강건강행위에 관한 연구는 구강보건사업개

발과 치과계열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학생들의 구강건강행위에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여 구강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확충하며, 보건계열 중 치기공

사와 치위생사를 양성하는 구강보건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제공에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구강건강행위의 양상을 파악한다.

둘째, 대학생들의 인지- 지각요인과 구강건강행위의 관계 및 연관성을

알아본다.

셋째, 대학생들의 구강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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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문헌고찰

1 . 대학생의 성장발달 특성

대학시절은 지적탐구와 개인적 성장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시기로써(정옥분, 1992) 신체적 심리적으로 성숙하여 성인

의 책임을 감당하고 자급자족 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기를 말한다(박예숙,

1997). 동시에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비로소 자신의 건강을 스스

로 관리해야하는 책임을 갖는 시기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임선영

과 홍은영, 1995).

가장 건강한 시기에 있는 대학생은 자칫 건강의 진가를 망각하거나 경

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성인기 이후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상당한 영향

을 끼친다. 즉, 청년기에 있는 젊은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생활습관이나 건

강행위는 이후 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한다 하겠

다(박미화, 1999).

건강과 마찬가지로 구강건강도 대학시절에 구강건강에 이롭지 못한 행

위가 일상생활습관으로 고착화되어 성인기의 구강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

므로 수정가능성이 있는 청년기의 대학생에게 바람직한 구강건강관리행위

의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부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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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구강건강과 구강건강행위

구강은 음식을 섭취하여 첫 단계로 소화시키는 소화기관이며, 발음을

조작하는 발음기관이고, 미용을 조작하는 미용기관이다. 그러므로 구강에는

치아와 혀가 있어 소화기능과 발음기능 및 미용기능을 적절히 발휘하고 있

다. 구강조직 가운데에서는 치아가 핵심적인 기관이다. 따라서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는 치아의 저작기능,

발음기능 및 심미기능 등의 세 가지 기본기능이 적절히 발휘되도록 집중적

인 관심과 노력이 치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구강건강은 상병에 이환 되어 있지 않고 허약하지 않으며 정신작용과 사

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치아와 악안면구강조직기관의 상태이다 (김종

배 등, 1999).

식생활의 변화와 함께 치아우식증의 발생은 그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최근 식생활 전체의 연식화 경향은 자정작용을 일으키

는 채소류나 근채류 등의 섭취를 감소시켰고 청량음료와 인스턴트 식품의

증가는 사람들의 입맛을 단것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데 일조하였다. 당분이

치아우식과 관련되어 있음은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또한 구강관리

에 대한 게으름과 무지로 인한 치료의 연기로 치주질환을 점점 더 악화시

킬 소지를 가지고 있다.

구강질환은 대개 서서히 진행되지만 한 번 병발하면 자연치유가 어렵고

치료를 받는다해도 자연상태로 회복이 어려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

방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향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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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행위란 구강내의 질환이 발생하기전의 건강한 구강상태에서 구

강건강을 계속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제반활동을 지칭

하는 것으로 구강병의 증상이나 증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행

위라는 특징을 지니므로 그 행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이흥수, 1999).

일반적인 구강건강행위로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인 식후 그리고 잠자기 전 올바른 잇솔질이고 그 외에 성인은 6

개월에 1번씩 주기적인 스케일링과 치과 구강검진 그리고 불소가 함유된

세치제(치약)와 불소가 함유된 용액으로 입안 헹구기 등을 들 수 있다. 또

한 인스턴트 음식이 아닌 청정류의 충분한 영양이 함유된 음식 섭취와 당

분이 함유된 간식류 및 음식을 제한하고 술과 담배를 절제하는 생활이 개

인의 구강건강에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구강건강행위에 관한 연구로는 이흥수와 김기순(1999)의 연구에서 예방

목적으로 구강진료기관의 이용횟수는 경제활동여성이 비경제활동여성보다

높았고, 이은숙(1999)은 보건의료직종근무자의 82.2%가 불소를 우식예방

에 효과적인 물질로 응답하였고 일일 칫솔질 빈도는 3회가 가장 많았다 또

한 칫솔질 시기는 식사 후와 자기전이 가장 많게 나타났다. 김영숙, 권호근

(1997)의 연구에서 보호자의 구강보건인식과 구강보건교육 참여 정도에 따

라 장애인의 일일 잇솔질 횟수와 구강진료기관의 이용횟수가 증가한다고

하였고, 최연희(1997)는 어머니의 구강건강 지식 및 행동과 자녀의 구강건

강상태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송진균, 김종배(1985)의 잇솔질 교육

방법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회전법을 추천하였고, 박광진(1974)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구강보건실태를 분석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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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은 저작기능과 발음기능 아울러 심미적인 기능을 동반한 건강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구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습관과 구강상태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보다 과학적인

차원에서 구강건강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Horowiz AM, Frazier PJ (1986)는 구강건강행위에 관한 지식과 태

도 및 관리실태에 관한 정보는 장기적인 구강보건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

3 . 건강증진 모형

인간의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을 크게 유전과 환경 그리고 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에서 환경과 행위는 개인의 노력으로 조절 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 중 특히 행위는 각 개인의 올바른 선택 여하에 따라 건강을 좌우

한다고 볼 수 있다 (박미화, 1999). 인간의 건강관련 행위를 예측하고 설명

하고자 건강행위이론에 대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하나는

Pender가 제시한 건강증진모형으로 건강신념모형과 구조적으로는 유사하

게 구성되어 있으나 건강신념모형은 질병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고 건강증

진모형은 건강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이경순

등 1997). 이 모형에 의하면 조정요인은 개인의 인지 및 지각요인에 영향

을 미치며 개인의 인지 및 지각요인은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사람들은 이 두 단계를 거쳐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건강증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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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개인의 인지된 요인으로는 건강의 중요성, 지각된

건강통제위, 건강의 정의, 인지된 건강상태, 건강증진행위의 지각된 유익성,

건강증진행위의 지각된 장애 등이 조정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상

황적 요인, 행동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등이 있다(이정렬, 1996).

이중에서 건강증진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행위관련 연구에서 박미영(1994)은 건강상태 지각(11.6%), 내적 통제위

(7.4%), 건강의 중요성 인식(3.0%), 건강개념(4.7%), 타인의존통제위(1.4%)

가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28.19%를 설명해주었고 건강증진모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는 이종경과 한애경(1996)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또는

자아개념이였고 정현숙(1997)은 자기효능감이였고 이미라와 소희영(1997)

의 연구에서는 건강지각, 타인의존통제위, 내적통제위, 사회적 지지로 나타

났다.

이상의 문헌에서 볼 때, 자아존중감, 건강통제위, 건강개념, 건강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 자기효능감, 기타 인구사회학적 변인 등이 건강증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증진 모형을 이용한 구강건강증진 생활양식에 관한 선행 연구가 없

어 어려움은 있지만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모형을 이

용해 구강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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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 구 방 법

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보를 확충

하고 구강보건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Pender의 건강증진모형에 근거하여 대학생들의 구강건강행위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가. 인지- 지각요인

구강건강의 중요성은 본인이 구강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로

Pender가 중심동기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중요성을 인식할수록 구강건강

행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선택하였다.

구강건강통제위는 개인이 구강건강을 통제할수 있다는 믿음, 의지가 구

강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생각되어 선택하였고 구강건강의 관심은

구강건강행위의 빈도와 강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 선택하였다.

자기효능감 역시 구강건강행위를 본인이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구강건강행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선택하였고 구

강건강상태의 지각은 명확한 병이 없는 상태에서조차 지속적인 불편증상의

경험은 하나의 위협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인 구강건강행위를 감소시키고 스

스로 건강상태를 좋게 지각하는 것은 구강건강증진행위의 참여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수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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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의 지식은 지식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구강건강에 대

한 지식이 높으면 구강건강행위에 변화를 가져오거나 행위로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생각되어 선택하였다.

인지된 구강건강 혜택이나 장애는 혜택이 많을수록 행위를 하려는 의지

가 높아져 구강건강행위에 영향을 줄 것이고 장애가 많으면 반대로 구강건

강 행위에 악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 선택하였다.

나. 조정요인

조정요인은 인지- 지각요인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구강건강행위

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본 연구의 조정요인으로는 성, 학년, 학과, 부모의

교육정도, 수입, 지역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구강보건교육 여부, 최근 1년

내 구강검진 여부, 구강 청결기구 사용 여부, 치과질환 예방처치 여부 및

구강정보원인 행동적 요인을 선정하였다.

다. 구강건강증진행위요인

구강건강증진행위요인은 구강을 건강하게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써

주기적인 구강검진, 주기적인 스케일링 및 치실 사용, 식후 철저한 잇솔질

과 올바른 잇솔질 그리고 술. 담배의 절제, 불소 함유 세체제와 용액 사용,

충분한 영양 섭취, 설탕섭취 제한 등 구강건강행위를 선정하였다.

이상 구강건강에 관한 인지- 지각 요인 및 조정요인과 구강건강행위와

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은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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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본 연구의 이론적 틀

인지 - 지각요 인 조 정요인 구강 건강증 진행위 요인

구 강건 강 의 중 요성

인 구 학적 특 성

:성 별 ,학 년 ,학 과 ,

부 모 교 육 수 준 ,

경 제 상 태 ,지역구 강 건 강통 제 위

인 지된 자 기 효 능감

행 동적 요 인

: 구강 보 건 교 육 ,

구 강 검 진 ,

구 강 청 결 기 구 ,

예 방 처치 여 부

구강 건 강 관 심도

인 지 된 구 강건 강 상 태

구강 건 강 행위

구강 건 강 지 식

인 지된 구 강 건 강행 위

장애

인 지된 구 강 건 강행 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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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및 강원도에 위치한 3개 대학의 3년제 치과계열

(치기공과, 치위생과)과 2년제 일반계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5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일간 자료를 수집하였

고, 연구자가 각 학과를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질문지를 배부하였

으며, 그중 438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87.6%이다. 그중 불충분한 9부를

제외하고 429부를 사용하였다.

3 . 연구도구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조정요인 21문항, 구강

건강행위 10문항, 인지- 지각요인 중 구강건강의 중요성 2문항, 구강건강

지식 16문항, 인지된 자기효능감 8문항, 인지된 구강건강 상태 2문항, 구강

건강행위의 혜택 4문항, 구강건강행위의 장애 4문항, 구강건강통제위 10문

항 등 총 7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 연구 대상자의 조정요인

연구대상자의 조정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상황적 요인, 행동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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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포함시켰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학년, 학과, 부모의 교육정도,

월수입, 학교의 지역으로 구성하였고 상황적 요인으로는 식습관, 가족의 구

강건강 행위 등이다. 행동적 요인으로는 경험 및 습관을 의미하며 구강보

건교육, 최근 1년내 구강검진, 치과용 재료나 기구 사용, 치과적 치료나 예

방 처치 경험 및 구강건강 정보원 등이다.

나. 연구 대상자의 인지- 지각요인

연구 대상자의 인지- 지각요인으로는 구강건강의 중요성, 인지된 구강건

강 통제위, 인지된 자기효능감, 구강건강 지식, 인지된 구강건강 상태, 인지

된 구강건강행위 혜택, 인지된 구강건강행위 장애를 포함하였다.

1) 구강건강의 중요성

건강 중에서 구강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로 1문항과 특히 중요

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심미성, 음식물 저작성, 발음용이, 기타 항목으로 구

성하였다.

2) 인지된 구강건강통제위

건강통제위는 자신의 건강을 통제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갖게되는 기대를 의미하며, 내적건강통제위, 외적건강통제위,

우연건강통제위로 나뉘어진다. 구강건강에 대한 자신의 의지로 삶을 조정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구강건강에 대해 내적, 외적, 우연적인 의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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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본 연구는 Wallston (1978)의 구조화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 선별하

여 사용한 5점 척도의 구강건강통제 도구를 사용하였다.

구강건강통제위 특성은 내적통제위 4문항, 외적통제위는 4문항, 우연통

제위는 2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에 대한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

점, 매우 그렇다 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하고자 하는 성

향이 높고 점수가 낮으면 그 성향이 낮다.

3) 인지된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기대되는 결과를 얻는 데에 요구되는 특정한 행

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Bandura,1977)이다.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데 Becker등(1993)의 도구를 본 연구자가 선별하

여 사용한 5점 척도로 점수화 하였다. 문항수는 총 8문항이다. 점수는 각

문항 점수의 합을 문항수로 나눈 평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4) 구강건강 지식

본 연구에는 김정숙 등(1998)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 선별

한 16개 문항을 지식 측정도구로 사용했으며, 정답과 오답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으면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하였다. 지식에 관련

된 문항은 잇솔질, 치아우식증, 잇몸질환, 불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구강건강의 지식은 O, X문제 총 16문항으로 문항의 구성은 잇솔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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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항, 치아우식증에 관한 6문항, 잇몸질환에 관한 5문항, 불소에 관한 4문

항으로 구성되었고 'O '는 1점 X '는 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

다.

5) 인지된 구강건강 상태

현재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자가평가이다. 본 연구는 Ware(1978)이 개

발한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로서 점수가 높으면 지각된 구강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낮으면 불량함을 의미하는 1문항과 현재의 구강 내 불편한 점 1

문항으로 불편한 점은 입안에서 피나고 구취, 아픈 치아와 빠진 치아, 이가

시림, 구강 개폐시 소리가 남, 외상, 불편한 점이 없다라는 항목으로 구성

하였다.

6) 인지된 구강건강행위 혜택

구강건강행위를 수행하므로써 인지된 혜택으로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혜택의 인지정도가 높다. 혜택의 항목으로는 충치 및

잇몸질환의 예방, 구취제거, 치료비 절감, 심미적 효과로 구성되었다.

7) 인지된 구강건강행위 장애

구강건강행위를 수행하는데 장애 혹은 어려움에 대한 인지정도로 본 연

구에서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의 인지정도가 높고 점수가 낮

을수록 장애의 인지정도가 낮다. 장애의 항목으로는 치료에 대한 두려움,

병원에 갈 시간이 없음, 경비의 부담, 치료의 필요성에 못 느낌 총 4 문항

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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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행위요인

건강행위란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

기에 질병을 예방하고 그것을 알아내기 위하여 시도하는 행동으로써 (Kasl

& Cobb, 1966) 건강행위를 이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건강을 유

지 및 증진시키고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강건강행위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고, 정신작용과 사회 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악안면구강조직기관의 상태를 유지 증진시키는 행위이다. 구강

건강행위로 설탕이 배합된 음식을 가급적 자제, 식후 잇솔질, 불소가 함유

된 세치제 사용, 불소함유 용액 사용, 주기적인 스케일링, 주기적인 구강검

진, 올바른 잇솔질, 치실 사용, 술, 담배 절제, 충분한 영양 섭취 포함한다.

구강건강행위에 관한 문항은 잇솔질 2문항, 불소 사용 2문항, 식습관 2

문항, 주기적 검진 및 스케일링 2문항, 치실 사용 1문항, 술, 담배 절제 1문

항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하여 총

4그룹으로 grouping하였다. 그룹1은 주기적인 스케일링, 치과검진과 치실

사용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그룹2는 잇솔질 2문항과 술, 담배 절제 문항, 그

룹3은 불고 함유 세치제 및 용액 사용 문항, 그룹 5는 식습관에 관한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총 4그룹의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행위의 실천 정도

가 높은 것으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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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조정요인, 인지- 지각요인과 구강건강행위의 차이를 보

기 위해 T 검정, 분산분석(ANOVA ), 카이검정으로 검정하였다.

셋째, 구강건강행위 변수들은 인자분석을 통하여 상관성이 있는 것을

묶어주었다.

넷째, 인지지각요인과 구강건강행위의 관계를 보기 위해 피어슨상관계

수(Pearson ' s correlation coeficient )를 구하였다.

다섯째, 구강건강행위의 관련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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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결과

1. 응답자의 특성

전체 429명중 치과계열 학생이 총 251명이 참여하였고 일반계열 학생이

총 178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치과계열 학생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가

189명으로 75.3% 남자가 62명으로 24.7%이었다. 학년대별로는 1학년

16.3%, 2학년 58.9%, 3학년 24.7% 이었고 부모의 학력별로는 부의 학력대

가 고졸이 60.8%, 초대졸이상이20.4%이었으며 모의 학력대가 중졸이하가

29.4%, 고졸이 57.3%, 초대졸이상 13.1% 였다. 월수입은 100∼200만원이하

가 34.7%, 200∼300만원이하가 38.6%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3.6%, 경기 36.8%, 강원 39.6%로 나타났다.

일반계열 학생은 여자가 149명으로 전체의 84.7%를 차지하였고 남자가

27명으로 15.3% 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67.2%로 가장 많았고, 2학년

이 32.8%이며 2년제로 3학년은 없었다. 부모의 학력은 부가 중졸이하가

22.8%, 고졸이 59.7%로 가장 많고 초대졸이상이 17.5%이고 모의 학력대는

중졸이하가 30.6%, 고졸이 61.3%, 초대졸이상이 8.1%이었다. 월평균 수입

은 100∼200만원이하가 32.7%, 200∼300만 미만이 34.0% 이었으며 지역은

서울 13.5%, 경기 71.9%, 강원 14.6%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특성의 항목별 분포는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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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응답자의 특성

변수 구분
치과계열 (총251명) 일반계열 (총178명)

빈도 (% ) 빈도 (% )

성별

남자 62 (24.7) 27 (15.2)

여자 189 (75.3) 149 (83.7)

무응답 0(0) 2(1.1)

학년

1학년 41 (16.3) 119 (66.9)

2학년/ 3학년 200(79.7) 58 (32.5)

무응답 10(4.0) 1(0.6)

학력 (부)

중졸 이하 45 (17.9) 39 (21.9)

고졸 146 (58.1) 102 (57.3)

초대졸 이상 49 (19.5) 30 (16.9)

무응답 11(4.5) 7 (3.9)

중졸이하 67 (26.7) 49 (27.6)

학력

(모)

고졸 131 (52.2) 98 (54.8)

초대졸 이상 30 (12.0) 13 (7.4)

무응답 23 (9.1) 18 (10.2)

200만원 미만 96 (38.2) 62 (34.8)

월수입
200만원 이상 132 (52.6) 100 (56.3)

무응답 23 (9.2) 16 (8.9)

지역

서울 59 (23.5) 24 (13.5)

경기 92(36.6) 128 (71.9)

강원 99 (39.6) 26 (14.6)

무응답 1(0.3)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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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응답자의 구강건강과 관련된 행동

가 . 행동 적 요 인 특 성

응답자의 행동적 요인은 구강보건교육, 최근 1년내 구강검진, 입안 청결

기구 사용 여부, 치과 예방 치료 여부 등 과거 경험과 습관에 관한 질문과

구강건강 정보습득 경로에 대한 치과계열과 일반계열의 차이를 보았다.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사람이 치과계열에서는 71.3%이고 일반계열은

4.5%로 밖에 되지 않았고, 최근 1년내 구강검진은 치과계열에서는 받은 사

람이 47.3%, 일반계열은 32.0%로 이었다. 구강 청결기구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치과계열에서는 64.9%인데 반해 일반계열은 37.6%로 이었으

며, 예방 처치 경험여부에서는 치과계열에서 경험한 사람이 61.4%인데 일

반계열은 36.5%로 이었다.

전체의 변수에서 대해 두 그룹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

다.

구강건강 정보 습득 경로는 치과계열은 79.7%로 학교이고 일반계열은

대중매체 33.1%, 가족 또는 주위사람 24.2%으로 나타났다 <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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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행동적 요인 특성

변수 구분
치과계열 일반계열

χ2

빈도 (% ) 빈도 (% )

구강보건교육

예 179 (71.3) 8 (4.5) 186 .4 * * *

아니오 72 (28.7) 170 (95.5)

최근1년 내

구강검진

예 119 (47.4) 57 (32.0) 9 .5 * *

아니오 132(52.6) 121 (68.0)

구강 청결 기구

또는 재료사용

예 163 (64.9) 67 (37.6) 3 0 .1 * * *

아니오 88 (35.1) 111(62.4)

치과질환

예방처치

예 154 (61.4) 65 (36.5) 24 .7 * * *

아니오 97 (38.6) 113 (63.5)

구강건강 정보원

대중매체 21(8.4) 59 (33.1) 207 .4 * * *

의료기관 12(4.8) 38 (21.3)

인쇄매체 10(4.0) 21(11.8)

가족, 주위사람 8 (3.1) 43 (24.2)

교육기관 200(79.7) 17 (9.6)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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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인 지 - 지각 요인 특성

1 ) 구강건강 지 식 , 자기효능감 , 구강 건강통제위 , 구강 건강장애 및

구강건 강혜택

응답자들이 인지- 지각하고 있는 구강건강 지식, 자기효능감, 구강건강통

제위, 구강건강 장애 및 혜택는 다음과 같다 <표3> .

구강건강 지식은 정답 1점 총 16문항으로 만점 16점에서 치과계열의 평

균은 12.9점(SD±1.7)이고 일반계열의 평균은 11.3 점(SD±1.8)으로 두 그

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5점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치과계열의 평균은 28.5점(SD±

4.8)이고 일반계열의 평균은 27.3점(SD±4.4)으로 치과계열이 약간 높았고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강건강통제위는 5점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치과계열의 평균은 39.6점

(SD±4.7)이고 일반계열의 평균은 38.4점(SD±5.7)으로 치과계열이 일반계

열에 비해 약간 높았고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내적통제위 평

균 점수가 치과계열인 경우 평균이 17.0점(SD±2.2)이고 일반계열의 평균

은 16.6점(SD±2.6)으로 통제위 성격중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외적통제

위, 우연통제위 순이었다. 구강통제위 역시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구강건강장애에 대한 인지정도는 치과계열의 평균은 11.4점(SD±2.7)

이고 일반계열의 평균은 11.8점(SD±2.8)으로 일반계열이 조금 높았다.

구강건강의 혜택에 대한 인지정도는 치과계열의 평균은 17.6점(SD±2.6)

이고 일반계열의 평균은 16.6점(SD±2.9)으로 치과계열이 약간 높았고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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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인지- 지각요인의 특성 Ⅰ

(구강건강 지식, 자기효능감, 구강건강통제위, 구강건강장애 및 혜택)

구분
치 과 계 열 일 반 계 열

T
M ean±SD 범 위 M ean±SD 범 위

구강건강 지식 12.9±1.7 8.0- 16.0 11.3±1.8 7.0- 15.0 7 .59 * * *

자기효능감 28.5±4.8 15.0- 40.0 27.3±4.4 15.0- 40.0 2 .6 2 * *

구강건강통제위 39.6±4.7 19.0- 50.0 38.4±5.7 10.0- 50.0 2 .20 *

내적통제위 17.0±2.2 8.0- 20.0 16.6±2.6 4.0- 20.0 1.34

외적통제위 15.1±2.4 7.0- 20.0 14.7±2.2 4.0- 20.0 1.80

우연통제위 7.4±1.4 4.0- 10.0 7.1±1.6 2.0- 10.0 2 .16 *

구강 건강 장애 11.4±2.7 4.0- 18.0 11.8±2.8 4.0- 20.0 - 1.48

구강 건강 혜택 17.6±2.6 4.0- 20.0 16.6±2.9 4.0- 20.0 3 .4 2 * *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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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구강건 강 중요성 및 구강건강 의 관심 , 인지된 구강건 강 상태 분포

응답자가 인지- 지각하고 있는 구강건강 중요성 및 구강건강의 관심, 인

지된 구강건강 상태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4> .

구강건강의 중요성은 치과계열에서 아주 중요하다 가 87.6%로 가장 많

고 일반계열에서 역시 아주 중요하다 가 71.8%로 이었고 두 그룹간에 유

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구강건강이 중요한 이유에 심미성, 음식물 저작성,

발음용이, 위3가지 모두 외 기타 문항에서 치과계열에서는 음식물 저작성

이 55.8%, 심미성이 17.3%로 이었고 일반계열은 음식물 저작성이 48.9%,

심미성이 22.4%로 두 그룹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정도는 치과계열에서 아주 관심이 많다 가

57.0% 이었고, 일반계열에서는 조금 관심이 있다 가 61.3%로 가장 많았

다. 두 그룹간에도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하였다.

인지된 구강건강상태에 대해 치과계열에서는 보통이다 가 35.8%, 건강

하지 않은 편이다 가 33.3%로 이었고 일반계열에서는 보통이다 가 35.9%,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가 45.1%로 이었고 두 그룹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인지된 구강건강 상태에서 구강 내에서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인

지에 대해서 치과계열은 불편한 점이 없다 가 33.4% 이었고 뜨거운 것

이나 차가운 것에 치아가 시리다 가 22.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입을

벌리고 다물 때 소리가 난다 가 15.5%로 이었다. 일반계열에서는 불편한

점이 없다 가 32.9% 이었고 뜨거운 것이나 차가운 것에 치아가 시리다

가 24.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치아가 아프거나 빠진 치아가 있다 가

16.5%로 이었으며 두 그룹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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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인지- 지각요인의 특성 Ⅱ

(구강건강 중요성 및 구강건강의 관심, 인지한 구강건강 상태 분포)

변수 구분
치 과 계 열 일반 계 열

χ2

빈도 (% ) 빈도 (% )

구강건강의 중요성

아주 중요하다 220(87.6) 127 (71.8) 17 .8 * * *

조금 중요하다 30(12.0) 48 (27.1)

별로 중요하지 않다 0(0.0) 1(0.5)

중요하지 않다 1(0.4) 1(0.5)

구강건강이 중요한

이유

심미성 43(17.3) 39 (22.4) 23 .5 * * *

음식물 저작성 139 (55.8) 85 (48.9)

발음용이 1(0.4) 11(6.3)

위 모두 포함 32(12.9) 30(17.2)

기 타 34(13.6) 9 (5.2)

구강건강의 관심

아주 관심이 많다 142(57.0) 33 (18.8) 75 .7 * * *

조금 관심이 있다 99(39.8) 108 (61.3)

별로 관심이 없다 6(2.4) 33 (18.8)

전혀 관심이 없다 2(0.8) 2(1.1)

구강건강의 상태

아주 건강하지 않다 8(3.2) 14 (7.9) 16 .1 * *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83(33.3) 75 (42.1)

보통이다 89(35.8) 64 (35.9)

건강한 편이다 58(23.3) 23 (12.9)

아주 건강하다 11(4.4) 2(1.2)

피가 나고 냄새 21(8.5) 26 (14.7) 10 .6 *

구강 내 가장

불편한 점

아프거나 빠진 치아 34(13.9) 29 (16.5)

치아가 시림 55(22.4) 43 (24.4)

개폐운동시 소리 38(15.5) 13 (7.3)

외상 15 (6.1) 7 (4.0)

불편한 점이 없다 82(33.4) 58 (32.9)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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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구 강건 강행 위 특 성

응답자의 구강건강행위는 실천정도를 치과계열과 일반계열로 나누어 5

점으로 표준화한 평점 및 표준편차는 <표5>과 같다.

전체 구강건강행위의 실천점수는 치과계열의 경우 평균 29.8(±5.9)이었고,

일반계열은 평균 26.6(±5.1) 이었다. 두 그룹간 구강건강행위의 실천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위 영역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이 치과계열에서는 올바른 잇솔

질 3.9 이고 술, 담배 절제 3.7, 불소함유 세치제 사용 3.6, 충분한 영양 섭

취 3.6 이고 가장 낮은 점수가 주기적인 치과 검진 2.0 으로 나타났다. 일

반계열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술, 담배 절제 3.8 이고 충분한 영양

섭취 3.7, 올바른 잇솔질 3.4이고 가장 낮은 점수가 주기적인 스케일링 1.6

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간에 식후 철저한 잇솔질, 올바른 잇솔질, 불소함유 세치제 사

용, 주기적인 스케일링, 치실 사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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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 응답자의 구강건강행위의 특성

구분

치 과 계 열 일반 계 열

T
M ean±SD 범 위 M ean±SD 범 위

식후 철저한 잇솔질 3.5±0.9 1.0- 5.0 3.2±0.9 1.0- 4.0 4 .15 * * *

올바른 잇솔질 3.9±0.8 1.0- 5.0 3.4±0.9 1.0- 5.0 5 .54 * * *

불소 함유 세치제 사용 3.6±1.2 1.0- 5.0 2.9±1.2 1.0- 5.0 5 .76 * * *

불소 함유 용액 사용 2.2±1.0 1.0- 5.0 2.2±0.9 1.0- 4.0 0.81

주기적인 스케일링 2.2±1.1 1.0- 5.0 1.6±0.9 1.0- 5.0 5 .2 1 * * *

주기적인 치과검진 2.0±1.0 1.0- 5.0 1.9±1.8 1.0- 5.0 0.67

치실 사용 2.4±1.4 1.0- 5.0 1.7±1.0 1.0- 5.0 5 .24 * * *

설탕섭취 제한 2.5±1.1 1.0- 5.0 2.2±1.0 1.0- 5.0 2.39*

충분한 영양 섭취 3.6±0.9 1.0- 5.0 3.7±1.0 1.0- 5.0 - 0.14

술, 담배 절제 3.7±1.3 1.0- 5.0 3.8±1.4 1.0- 5.0 - 0.58

구강건강행위 29.8±5.9 14.0- 45.0 26.6±5.1 10.0- 40.0 5 .7 1 * *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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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구강건강 행위의 요인분석

10가지의 구강건강행위의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요인분석

을 해 본 결과 4가지 요인으로 묶을 수 있었다. 요인 1은 주기적인 구강검

진과 스케일링 및 치실 사용으로 고유값이 2.941로 전체 29.41%를 설명하

고 요인 2인 잇솔질 및 술, 담배 절제의 고유값은 1.377로 전체 13.77%를

설명하고 요인 3인 불소 함유 세치제 및 용액사용의 고유값은 0.987로 전

체 9.87%로 설명하고 요인 4인 식습관의 고유값은 0.971로 전체 9.71%로

설명하고 있다. 이 4가지 요인으로 묶을 때 전체의 62.8%를 설명할 수 있

었다 <표6> .

<표6> 구강건강행위 요인분석

요 인 설 명 고유값 설명력 신뢰도계수

요인1. 주기적인 구강검진, 스케일링 및 치실 사용 2.941 29.412

- 주기적인 스케일링 0.899

- 주기적인 구강검진 0.851

- 치과용 치실 사용 0.640

요인2. 잇솔질 및 술,담배 절제 1.377 13.769

- 식후 잇솔질 0.697

- 올바른 잇솔질 0.618

- 술, 담배 절제 0.730

요인3. 불소 함유 세치제 및 용액 사용 0.987 9.867

- 불소 함유 세치제로 잇솔질 0.733

- 불소함유 용액으로 입안 헹구기 0.888

요인4. 식습관 0.971 9.707

- 설탕이 배합된 음식 절제 0.509

- 충분한 영양 섭취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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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구강건강행위의 관련요인

가 . 조정 요인 과 인 지 - 지각 요인 의 관 계

1 ) 인구학적 요인과 인지지각 요인과의 관계

응답자의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인지- 지각요인과의 구강건강지식, 구

강건강통제위, 자기효능감, 구강건강장애, 구강건강혜택의 관련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7>과 같다.

응답자의 구강건강지식은 학년, 학과, 월수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구강건강통제위에서는 학년과 학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효능감

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이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과에서

는 치과계열이 일반계열보다 평균이 높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구강건강장애는 성별에서 여자가 남자

보다 장애를 더 느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강건강혜택에 있어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혜택을 느끼며 유의한 차이가 있고 학과에서는 치과계열

에서 혜택이 높게 나왔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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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인구학적 요인과 인지- 지각요인과의 관계

변수 구분

지식

m ean±

SD

t/ F

구강건강

통제위

m ean±

SD

t/ F

자기효능

감

m ean±

SD

t/ F

구강건강

행위장애

m ean±

SD

t/ F

구강건강

행위혜택

m ean±

SD

t/ F

성별

남자 12 .4±1.7 0.28 38.7±6 .5 - 0 .74 29 .4±5.1 3 .11 ** 10 .4±3 .2 - 3 .93 ** * 16.9±3 .6 - 0 .86

여자 12 .4±1.8 39.2±4 .7 27 .6±4.5 11.9±2 .5 17.3±2 .5

학년

1학년 11.3±1.8 - 7 .2 1 * * * 38.2±6 .2 - 2 .67 * * 27 .4±4.8 - 1.92 11.8±2 .8 1.42 16.6±3 .1 - 3 .32 * **

2학년 12 .9±1.6 39.7±4 .3 28 .4±4.5 11.4±2 .6 17.6±2 .5

치과계열 12 .9±1.7 7 .59 * * * 39.6±4 .7 2 .20 * 28 .5±4.8 2 .62 ** 11.4±2 .7 - 1.49 17.6±2 .6 3 .42 * **

학과 일반계열 11.3±1.8 38.4±5 .7 27 .3±4.4 11.8±2 .7 16.6±2 .9

학력

(부 )

중졸

이하
12 .6±1.8 0.92 38.9±4 .9 0 .09 28 .2±4.4 2 .71 11.3±2 .9 0.73 17.2±2 .5 0 .41

고졸 12 .4±1.7 39.1±5 .1 27 .5±4.7 11.7±2 .7 17.2±2 .7

초대졸

이상
12 .2±2 .0 39.0±5 .8 28 .9±4.7 11.5±2 .6 16.9±3 .1

중졸이하 12 .8±1.8 2.66 39.3±4 .5 0 .30 28 .3±4.4 4 .49 ** 11.5±2 .7 1.00 17.5±2 .3 1.45

학력

(모 )

고졸 12 .3±1.8 38.8±5 .3 27 .4±4.7 11.6±2 .7 17.0±2 .9

초대졸

이상
12 .1±1.7 38.5±5 .9 30 .7±5.2 11.5±2 .9 17.9±2 .7

200만원

미만
12 .7±1.7 2 .20 * 41.2±4 .7 0 .51 28 .5±4.1 2 .13 11.1±2 .7 0.41 18.4±1.9 1.62

월

수입 200만원

이상
12 .2±1.8 39.5±4 .0 27 .4±4.1 11.3±2 .8 17.7±2 .3

지역

서울 12 .1±1.8 - 1.34 38.2±5 .1 - 1.82 28 .1±4.9 0 .18 12 .1±2 .4 1.82 17.1±2 .8 - 0 .47

기타 12 .4±1.8 39.4±5 .1 28 .0±4.6 11.5±2 .8 17.2±2 .8

*p < 0.05 **p < 0.01 ***p < 0.001

- 30 -



2 ) 행동적요 인과 인지 - 지각요인의 관계

응답자의 행동적 특성과 인지- 지각요인과의 관련성을 비교한 결과는 <

표8>과 같다.

구강건강지식은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집단, 최근1년내의 구강검진 받은

집단, 구강청결기구나 재료 사용경험이 있는 집단, 치과질환 예방처치 경험

있는 집단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구강건

강통제위도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집단, 최근1년 내의 구강검진 받은 집단,

구강청결기구나 재료 사용경험이 있는 집단, 치과질환 예방처치 경험 있는

집단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구강건

강혜택에서도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집단, 최근 1년내의 구강검진 받은 집

단, 구강청결기구나 재료 사용경험이 있는 집단, 치과질환 예방처치 경험

있는 집단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

효능감에서는 최근1년내 구강검진 경험이 있는 집단이 평균점수가 높고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구강건강의 장애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는 행동적 요인 변수는 없었고 구강보건교육, 최근1년내의 구강검진, 구강

청결기구나 재료 사용, 치과질환 예방처치 등의 경험이 없는 집단이 장애

에 대한 평균점수가 높아 장애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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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행동적 요인과 인지- 지각요인과의 관계

변수 구분
지식

m ean±SD
t/ F

구강건강

통제위

m ean±SD

t/ F
자기효능감

m ean±SD
t/ F

구강건강

행위장애

m ean±SD

t/ F

구강건강

행위혜택

m ean±SD

t/ F

구강보건

교육

예 13.2± 1.6
4 .4 1

* * *
40.2±4.4

3 .29

* *
28.8±4.6 1.55 11.3±2.6 - 0 .28 18.0±2.3

3 .84

** *

아니오 12.1± 1.5 38.0±5.2 27.8±4.9 11.5±3.0 16.5±3.1

최근1년

내

구강검진

예 13.3± 1.7
2 .9 1

**
40.7±4.2

3 .67

** *
29.4±5.0

2 .88

* *
11.2±2.8 - 0 .71 18.1±2.1

3 .39

** *

아니오 12.6± 1.5 38.6±4.8 27.7±4.4 11.5±2.6 17.0±2.9

구강

청결

기구

또는

재료사용

예 13.2± 1.6
3 .69

* * *
40.6±4.3

4 .84

** *
28.7±4.6 0 .95 11.2±2.8 - 0 .87 17.9±2.2

2 .33

*

아니오 12.3± 1.6 37.7±4.7 28.1±5.0 11.6±2.5 17.0±3.1

치과질환

예방처치

예 13.2± 1.5
3 .67

* * *
40.3±4.2

2 .60

* *
28.9±4.5 1.38 11.1±2.7 - 2 .07 17.9±2.3

2 .13

*

아니오 12.3± 1.7 38.6±5.2 30.5±5.0 11.8±2.6 17.2±3.0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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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조정 요인 과 구 강건 강행 위와 의 관 계

1 ) 인구학적 요 인과 구강건강행 위와의 관계

대학생들의 인구학적 요인과 구강건강행위와의 관련성은 다음 <표9>와

같다.

요인1인 주기적인 구강검진, 스케일링 및 치실 사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인구학적 요인의 변수는 학과(P< 0.001), 학년(P< 0.001), 부의 학력

(P< 0.05), 모의 학력(P< 0.001), 월수입 (P< 0.05), 지역(P< 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요인2의 식후 잇솔질, 올바른 잇솔질 및 술, 담배 절제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P< 0.001), 학과(P< 0.001), 학년(P< 0.001),

모의 학력(P< 0.05), 월수입(P< 0.05)으로 나타났다.

요인3은 불소 함유 세치제 및 용액 사용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변

수는 학과(P< 0.001), 모의 학력(P< 0.05)으로 나타났고 요인 4의 식습관(설

탕섭취 제한, 영양섭취)에서는 성별(P< 0.05), 학년(P< 0.05), 부의 학력

(P< 0.01), 모의 학력(P< 0.05), 월수입(P< 0.05), 지역(P< 0.05)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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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인구학적요인과 구강건강행위와의 관계

변수 구분
요인 1

mean±SD
t/ F

요인2

mean±SD
t/ F

요인3

mean±SD
t/ F

요인4

mean±SD
t/ F

성별

남자 - 0.11±0.8 - 1.43 - 0.41±1.6
- 4 .50

***
- 0.06± 1.1 - 0.74 - 0.20±1.0

- 2 .20

*

여자 0.03± 1.0 0.10±1.0 0.02±1.0 0.06±0.9

치과계열 0.19± 1.0
5 .0 2

***
0.19±1.0

4 .96

***
0.16±0.9

4 .27

** *
- 0.03±0.9 - 0.84

학과
일반계열 - 0.27±0.9 - 0.27±0.9 - 0.24± 1.0 0.04± 1.0

학년

1학년 - 0.28±0.9
- 4 .82

***
- 0.21±0.9

- 3 .67

***
- 0.11±0.9 - 1.92 0.14± 1.0

2 .33

*

2학년/ 3학년 0.16± 1.0 0.14±0.9 0.07±1.0 - 0.09±1.0

학력

(부 )

중졸 이하 - 0.11±0.8
2 .97

*
0.03±1.0 1.56 - 0.14±0.9 1.34 - 0.26±1.0

4 .8 1

* *

고졸 - 0.05±1.0 0.06±1.0 - 0.01±0.9 0.06± 1.0

초대졸이상 0.29± 1.1 - 0.21±1.0 0.16±1.1 0.19±0.9

학력

(모 )

중졸이하 - 0.09±0.9
5 .88

***
0.20±1.0

2 .86

*
- 0.16±0.9

2 .82

*
- 0.22±1.0

3 .26

*
고졸 - 0.10±0.9 - 0.07±1.0 - 0.04± 1.0 0.10± 1.0

초대졸이상 0.43± 1.1 - 0.22±1.0 0.31±1.1 0.15± 1.0

200만원

미만
- 0.10±0.9

- 1 .98

*
0.17±0.9

2 .38

*
- 0.02±0.9 - 0.80 - 0.11±0.9

- 2 .43

*월

수입 200만원

이상
1.10± 1.0 - 0.06±1.0 0.06±1.0 0.13±0.9

지역
서울 - 0.41±0.7

- 5 .02

***
- 0.11±0.9 - 1.06 - 0.08± 1.0 - 0.84 0.23±0.9

2 .53

*

기타 0.09± 1.0 0.02±1.0 0.02±0.9 - 0.06±1.0

*p < 0.05 **p < 0.01 ***p < 0.001

요인1 : 주기적인 구강검진 , 스케일링 및 치실 사용

요인2 : 식후 잇솔질 , 올바른 잇솔질 및 술 , 담배 절제

요인3 : 불소 함유 세치제 및 용액 사용

요인4 : 식습관 (설탕 섭취 제한 , 충분한 영양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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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행동적 요인 과 구강건강행위 와의 관계

대학생들의 행동적 요인과 구강건강행위와의 관계는 다음 <표10>과 같

다.

요인1인 주기적인 구강검진, 스케일링 및 치실 사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행동적 요인의 변수는 구강보건교육(P< 0.001), 최근 1년내 구강검진

(P< 0.001), 구강청결기구 및 재료 사용(P< 0.001), 치과질환 처치(P< 0.0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요인2인 식후 잇솔질, 올바른 잇솔질 및

술, 담대 절제들의 구강건강행위에서 또한 구강보건교육(P< 0.001), 최근 1

년내 구강검진(P< 0.01), 구강청결기구 및 재료 사용(P< 0.001), 치과질환 처

치(P<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요인3인 불소 함유 세치제 및 용액 사용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변

수는 구강보건교육(P< 0.001), 최근 1년내 구강검진(P< 0.01), 구강청결기구

및 재료 사용(P< 0.001), 치과질환 처치(P< 0.05)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고 요인 4인 식습관(설탕섭취 제한, 영양섭취)에서는 구강보건교육

(P< 0.01)만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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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행동적 요인과 구강건강행위와의 관계

변수 구분
요인1

mean±SD
t/ F

요인2

mean±SD
t/ F

요인3

mean±SD
t/ F

요인4

mean±SD
t/ F

구강보건

교육

예 0.40±1.0
7 .87

***
0.26±1.0

4 .97

***
0.23±0.9

4 .42

** *
- 0.15± 1.0

- 2 .83

**

아니오 - 0.31±0.9 - 0.20±0.9 - 0.18±1.0 0.12±0.9

최근1년 내

구강검진

예 0.57±0.9
10 .93

***
0.18±1.0

3 .26

**
0.15± 1.0

2 .63

**
- 0.09± 1.0 - 1.64

아니오 - 0.39±0.7 - 0.12± 1.0 - 0.10±0.9 0.06±0.9

구강 청결

기구 또는

재료사용

예 0.36±1.0
8 .98

***
0.18±1.0

4 .28

***
0.19± 1.0

4 .45

** *
- 0.07± 1.0 - 1.80

아니오 - 0.41±0.7 - 0.21±0.9 - 0.22±0.9 0.09±0.9

치과질환

예방처치

예 0.52±1.0
13 .4 1

***
0.15±1.0

3 .25

**
0.11± 1.0

2 .50

*
- 0.09± 1.0 - 1.96

아니오 - 0.54±0.6 - 0.15± 1.0 - 0.12±1.0 0.09±0.9

*p < 0.05 **p < 0.01 ***p < 0.001

요인1 : 주기적인 구강검진 , 스케일링 및 치실 사용

요인2 : 식후 잇솔질 , 올바른 잇솔질 및 술 , 담배 절제

요인3 : 불소 함유 세치제 및 용액 사용

요인4 : 식습관 (설탕 섭취 제한 , 충분한 영양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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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인 지 - 지각 요인 과 구 강건 강행 위와 의 관 계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에 관한 인지- 지각요인 즉 구강건강중요성, 구강건

강지식, 구강건강관심도, 자기효능감,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혜택, 구강건

강장애, 구강건강통제위와 구강건강행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 (Pearson ' 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산출한 결과표는 <

표11>와 같다.

요인1인 주기적인 구강검진, 스케일링 및 치실 사용에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인 변수는 구강건강중요성(r=- 0.104, P< 0.05), 구강건강지식(r=0.181,

P< 0.01), 구강건강관심도(r=0.261, P< 0.001), 자기효능감(r =0.195, P< 0.001),

구강건강상태(r =0.127, P< 0.01), 구강건강장애(r=- 0.154, P< 0.01) 로 나타났

으며 요인2의 식후 잇솔질, 올바른 잇솔질 및 술, 담배 절제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인 변수는 구강건강중요성(r=- 0.172, P< 0.001), 구강건강지식

(r =0.251, P< 0.001), 구강건강관심도(r=0.238, P< 0.001), 자기효능감(r=0.104,

P< 0.05), 구강건강상태(r =0.207, P< 0.001), 구강건강혜택(r=0.139, P< 0.01),

구강건강통제위(r=0.173, P< 0.001)로 나타났고 요인3은 불소 함유 세치제

및 용액 사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구강건강중요성(r=- 0.117,

P< 0.05), 구강건강지식(r =0.116, P< 0.05), 구강건강관심도(r =0.251, P< 0.001),

자기효능감(r =0.156, P< 0.01), 구강건강혜택(r=0.096, P< 0.05), 구강건강통제

위(r=0.095, P< 0.0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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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인지- 지각 요인과 구강건강행위와의 상관성

구 강 건 강 행 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구강건강 중요성 - 0 .1039 * - 0 .17 23 * * * - 0 .117 0 * - 0.0789

구강건강 지식 0 .18 09 * * 0 .25 14 * * * 0 .116 2 * - 0.0603

구강건강관심도 0 .26 14 * * * 0 .2383 * * * 0 .25 07 * * * - 0.0588

자기효능감 0 .1956 * * * 0 .104 1 * 0 .1566 * * - 0.0001

구강건강상태 0 .1274 * * 0 .207 1 * * * - 0.0302 - 0.0506

구강건강혜택 - 0.0351 0 .1389 * * 0 .0966 * 0.0501

구강건강장애 - 0 .1539 * * - 0.0531 - 0.0332 0.0568

구강건강통제위 0.0553 0 .17 25 * * * 0 .0953 * 0.0185

*p < 0.05 **p < 0.01 ***p < 0.001

요인 1 : 주기적인 구강검진 , 스케일링 및 치실 사용

요인2 : 식후 잇솔질 , 올바른 잇솔질 및 술 , 담배 절제

요인3 : 불소 함유 세치제 및 용액 사용

요인4 : 식습관 (설탕 섭취 제한 , 충분한 영양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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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구 강건 강행 위에 영향 을 미 치는 주요 변수

응답자들의 구강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지- 지각요인과 조정요인을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 (multiple -

regression )을 한 결과는 다음 <표12>와 같다.

분석결과 구강건강행위 요인1인 주기적인 구강검진, 스케일링 및 치실

사용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조정요인 중 행동적 요

인에서 구강보건교육(P< 0.01), 최근 1년이 내에 구강검진(P< 0.001), 그리고

치과 질환 예방처치(P< 0.001)가 주기적인 구강검진, 스케일링 및 치실 사

용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며 인지- 지각요인에서는 구강건강행위

(P< 0.001)와 구강건강장애(P< 0.05)가 주기적인 구강검진, 스케일링 및 치실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

모형에 채택된 요인1 주기적인 구강검진, 스케일링 및 치실 사용인 구

강건강행위에 대하여 45.8%의 설명력을 보였다.

구강건강행위 요인 2인 식후 잇솔질, 올바른 잇솔질 및 술, 담배 절제에

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것은 조정요인 중 인구사회학적요인인 성별

(P< 0.001)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고 인지- 지각요인에서는 구강건강관심

도(P< 0.05), 구강건강통제위(P< 0.05), 인지된 구강건강상태(P< 0.05)가 식후

잇솔질, 올바른 잇솔질 및 술, 담배 절제에 영향을 주었다.

모형에 채택된 요인2 식후 잇솔질, 올바른 잇솔질 및 술, 담배 절제인

구강건강행위에 대하여 20.8%의 설명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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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행위 요인3인 불소 함유 세치제 및 용액 사용에서 조정요인과

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고 인지- 지각요인에서 구강건강의

관심도(P< 0.05)와 자기효능감(P< 0.05)이 불소 함유 세치제 및 용액 사용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모형에 채택된 요인3 불소 함유 세치제 및 용액 사용인 구강건강행위에

대하여 6.9%의 설명력을 보였다.

구강건강행위 요인4인 식습관(설탕섭취 제한, 영양섭취)에서 유의한 관

련성이 있는 것은 조정요인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지역(P< 0.05)에서

관련성이 나타났고 인지- 지각요인 중에서는 구강건강의 중요성(p< 0.01)이

식습관(설탕섭취 제한, 영양섭취)에 영향을 주었다.

모형에 채택된 요인4 식습관(설탕섭취 제한, 영양섭취)인 구강건강행위

에 대하여 13.7%의 설명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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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구강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구분

요 인 1

회귀계수

(표준오차 )

F

요 인 2

회귀계수

(표준오차 )

F

요 인 3

회귀계수

(표준오차 )

F

요 인 4

회귀계수

(표준오차 )

F

성별
남자 (여자 ) - 0 .123 (0.07 ) 3 .15 - 0 .288 (0 .08 ) 12 .9 1 ** * - 0 .110 (0 .09) 1.64 - 0.099 (0 .08) 1.42

치과계열

(일반계열 )
- 0 .013 (0.08 ) 0 .03 0.130 (0 .09) 1.92 0.104(0 .10 ) 1.08 0 .009(0.10 ) 0 .01

학과

학년

1학년

(2.3학년 )
0 .005 (0 .07) 0 .01 - 0 .063 (0 .07 ) 0.69 - 0 .092 (0 .08) 1.27 0 .082(0.07 ) 1.09

학력

(부 )

중졸 이하 0 .235 (0 .12) 3 .34 0.083 (0 .15) 0.97 0.114(0 .15 ) 0.52 0 .087(0.15 ) 0 .32

고졸 - 0 .062 (0.09 ) 0 .50 0.079 (0 .10) 0.26 - 0 .036 (0 .11) 0.11 0 .004(0.10 ) 0 .00

학력

(모 )

중졸이하 0 .029 (0 .15) 0 .04 - 0 .173 (0 .18 ) 0.31 0.037(0 .19 ) 0.04 0 .222(0.18 ) 1.49

고졸 - 0 .004 (0.09 ) 0 .00 - 0 .054 (0 .11) 0.63 0.087(0 .11) 0.59 0 .097(0.11) 0 .78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 0 .034 (0.05 ) 0 .41 - 0 .035 (0 .06 ) 0.31 - 0 .028 (0 .07) 0.19 - 0.066 (0 .06) 1.10

월

수입

지역
서울 (기타 ) - 0 .061(0.07 ) 0 .75 - 0 .045 (0 .08 ) 0.31 - 0 .048 (0 .08) 0.31 0 .209(0.08 ) 6 .11 *

구강보건교육 0 .230 (0 .08) 9 .44 * * 0.123 (0 .08) 2.03 0.094(0 .09 ) 2.57 - 0.144 (0 .09) 2 .57

행 동

요인

최근1년 구강검진 0 .218 (0 .06) 12 .15 ** * - 0 .056 (0 .07 ) 0.61 0.029(0 .08 ) 0.01 0 .008(0.07 ) 0 .01

구강청결기구사용 0 .101(0 .06) 3 .07 - 0 .036 (0 .06 ) 0.30 - 0 .010 (0 .07) 1.40 - 0.082 (0 .07) 1.40

치과예방처치 0 .292 (0 .06) 23 .28 ** * 0.085 (0 .07) 1.47 - 0 .016 (0 .07) 0.05 - 0.026 (0 .07) 0 .13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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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요 인 1

회귀계수

(표준오차 )

F

요 인 2

회귀계수

(표준오차 )

F

요 인 3

회귀계수

(표준오차 )

F

요 인 4

회귀계수

(표준오차 )

F

구강건강중요성 - 0.198(0.11) 3.12 0.048(0.13) 0.14 - 0.051(0.13) 0.14 0.360(0.13)
7 .18

* *

구강건강지식 - 0.005(0.02) 0.03 0.037(0.03) 1.32 0.005(0.03) 0.02 0.023(0.03) 0.51

구강건강관심도 0.057(0.09) 0.39 0.228(0.10)
4 .59

*
0.275(0.11)

5 .90

*
- 0.161(0.11) 2.16

자기효능감 0.016(0.01) 2.00 0.017(0.01) 1.64 0.029(0.01)
4 .34

*
- 0.002(0.01) 0.03

구강건강통제위 0.012(0.01) 1.17 0.028(0.01)
4 .49

*
0.018(0.01) 1.75 - 0.013(0.01) 0.95

인지된

구강건강상태
- 0.007(0.06) 0.01 0.143(0.06)

4 .99

*
- 0.091(0.06) 1.80 - 0.001(0.06) 0.00

구강건강행위혜택 - 0.076(0.02)
13 .62

** *
- 0.014(0.02) 0.33 - 0.037(0.03) 2.10 0.026(0.02) 1.09

구강건강행위장애 - 0.039(0.01)
4 .65

*
- 0.004(0.02) 0.04 - 0.011(0.02) 0.26 0.020(0.02) 0.82

Adj R- square 0.458
11 .06

** *
0.208

4 .13

***
0.069

1 .89

*
0.137

2 .89

***

*p < 0 .05 **p < 0.01 ***p < 0.001

요인 1 : 주기적인 구강검진 , 스케일링 및 치실 사용

요인2 : 식후 잇솔질 , 올바른 잇솔질 및 술 , 담배

요인3 : 불소 함유 세치제 및 용액 사용

요인4 : 식습관 (설탕 섭취 제한 , 충분한 영양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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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고 찰

한국인의 중대 구강병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으로서, 이 양대구강병

은 적절한 방법으로 예방 관리 될 수 있다. 구강병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는 개개인에게 구강병이 예방 가능하다는 신념을 주어 구강병

예방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

념은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Chen과 T atsuoka (1984)가 구강신념모형

을 사용하여 구강건강신념과 구강병 예방행위와의 관련성을 보고하였으며

이흥수 외(1999)의 연구에서는 구강신념 중 중요성과 감수성은 경제활동여

성의 구강진료기관을 이용한 구강병 예방행위에 큰 연관성이 있다고 나타

났으며 심각성은 비경제활동여성의 예방목적 구강진료기관이용 유무 및 구

강진료기관이용 구강병 예방행위유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영역에서의 질병예방행위인 구강건강행위는 구강질환이 대부분

예방가능하고, 질병행위와는 달리 행위자의 자발성이 큰 역할을 한다는 점

에서 구강건강행위의 분석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보통 구강

병 예방행위의 분석은 앤더슨 모형, 건강신념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

구에서는 건강증진모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구강건강증진행위에서 주기적인 구강검진, 스케일링 및 치실

사용은 구강건강혜택과 장애와 연관성이 있고 잇솔질에 관한 행위는 구강

건강관심도 및 구강건강통제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구강건강상태와 연

관성이 있었다. 불소함유 세치제 및 용액 사용은 구강건강관심도와 자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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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과 관련이 있으며 식습관은 구강건강의 중요성 인식정도와 연관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이 구강건강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경제활동여성들을 대상으로한 이흥수 외 (1999)의 연구에서도 구

강진료기관이용 구강병 예방행위 유무에 세대주의 교육수준, 여가나 문화

생활을 위한 소득 중 지출 비율이 주요 연관요인으로 유사한 연구결과를

얻었다.

구강건강행위를 살펴보면 치과계열에서 평균이 높게 나타난 구강건강행

위는 올바른 잇솔질이었고 일반계열에서는 술, 담배 절제와 충분한 영양섭

취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강진료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한 이향임(1999)의

연구에서는 구강건강관리법들의 효과에 대한 기대에서 정기적인 구강검진

이 1위, 충분한 영양섭취가 2위로 나타났으며, 한국인을 대상으로한 백대일

(1993)의 연구에서는 구강건강관리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잇솔질 55%, 당분섭취제한이 15%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치의사를 대상으

로한 허준석 외 (1993)의 연구에서는 진료대상성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

아우식예방법은 개별계속구강건관리법이라고 응답한 일반치의사가 37.8%

로이며, 잇솔질이라고 응답한 일반치의사가 35.4%로 나타났고 근로자를 대

상으로한 고소영 외 (1999)의 연구에서는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잇솔질을

치아우식예방법으로 인지하고 76.5%의 근로자가 잇솔질법을 실천하고 있

다고 나타났다. 즉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인지하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점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Larry W (1980)의 연구에서는 칫솔질의 빈도보다 효과적인 칫솔질이 더

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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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치과검진에 대해서는 치과계열에서는 가장 낮은 구강건강행위

로 나타났는데 백대일(1993)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들이 정기적인 치과

방문의 효과를 인정하면서 정작 실천은 가장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유

사한 결과를 얻었다.

주기적인 스케일링에 대해서는 두 그룹 모두 낮은 행위를 보였는데 고

소영 외 (1999)의 연구에서도 주기적인 스케일링에 대한 실천율이 11.6%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치의원을 방문하여 치면세마를

하도록 교육하여야 하겠다.

Biggie(1964)는 무지, 인지, 흥미, 태도 및 행동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

식도를 높일수 있다고 하였고, Kegeles (1974)는 구강보건교육과정중 건강

신념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장하였으며 Bakdash (1979)는 구강보건교육 수

행시 동기 유발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행동적인 요인에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치과계열학생과 구

강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계열학생을 비교해볼 때 최근 1년내 구강검

진, 구강청결 재료 사용 경험, 치과질환의 예방처치 경험등 두 그룹간에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구강건강행위(주기적인 구강검진, 스케일링 및 치실사용, 잇솔

질, 불소함유 세치제 및 용액 사용,식습관)에 구강보건교육 경험, 최근 1년

내 구강검진 경험, 구강청결 재료 사용 경험, 치과질환의 예방처치 경험 등

이 유의한 관련이 있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대상자들이 2년제 일반계열과 3년제 치과계열

로 국한되어 있어 전체 대학생들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치과계열에서 치위생과는 여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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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학년에서는 치과계열은 3년제로 3학년이 존재하

는 반면 일반계열은 2년제로 3학년이 없어 치과계열의 성숙효과로 반응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 부모의 학력

수준과 월수입에 대한 무응답이 많이 있었고 지역에 따른 조사에서 서울,

경기, 강원 지역만이 포함되고 기타 타지역에서의 조사가 되지 않아 지역

차이에 대한 결과는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

지- 지각요인의 측정도구는 구강건강증진행위가 아닌 일반 건강증진행위의

문항에서 수정, 보완하여 만든 비표준화된 도구이며, 구강건강행위의 측정

도구도 연구자가 개발한 비표준화된 도구이다. 따라서 다른 집단이나 대

상에게 적용 시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된다. 국내에 건강증진모

형을 이용한 건강행위에 관한 선행 연구는 많으나 구강건강행위에 관한 연

구보고는 없었다. 이로 인해 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조정

요인 중에서 대인관계 변수나 상황변수에 관련된 변수를 제외하였으므로

구강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

었다.

일정한 지적 능력과 자신의 건강상태에 평균이상의 관심을 보일 대학생

들에게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 환경 및 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

보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현시점에서 미비

하게 다루어졌던 대학생들의 구강건강행위에 대해 조사 연구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건강증진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치과계열

과 일반계열로 나누어서 분석하므로써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관계를 봄으로써 앞으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으며 미래의 국민구강보건에 일익을 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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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열 학생들의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

리라 여겨진다.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구강건강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구강건강교육 프로

그램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구

강건강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조사 연구하여 구강보건

정책의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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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 론

본 연구는 구강건강행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대학생

들의 효과적인 구강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강보건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본 연

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 및 강원도에 위치한 3개 대학의 3년제 치과계열

(치기공과, 치위생과)과 2년제 일반계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0년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 12일간 자료를 수

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하고 429부를 분석하였

다. 자료분석은 SA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 산술평균, T - test ,

ANOVA, χ2 - test , 요인분석,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사

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구강건강행위의 실천 정도는 치과계열에서 전체 평균

29.8점(총점50점)이었고 실천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올바른 잇솔질(5점 척

도 평균 3.9점)이었고 일반계열은 전체 평균 26.6점(총점 50점)으로 실천정

도가 가장 높은 것은 술, 담배 절제(5점 척도 평균 3.8점)였다. 요인분석에

의해 구강건강행위는 요인 1 주기적인 구강검진, 스케일링 및 치실 사용과

요인 2 식후 잇솔질, 올바른 잇솔질 및 술, 담배 절제, 요인 3 불소 함유

세치제 및 용액 사용과 요인 4 식습관 (설탕 섭취 제한, 충분한 영양섭취)

4가지로 구분되었다.

둘째, 구강건강행위와 인지- 지각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구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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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요인1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구강건강중요성, 구강건강지

식, 구강건강관심도, 자기효능감,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장애이고 구강건강

행위 요인2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구강건강중요성 구강건강지

식, 구강건강관심도, 자기효능감,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혜택, 구강건강통

제위로 나타났고 구강건강행위 요인3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구

강건강중요성, 구강건강지식, 구강건강관심도, 자기효능감, 구강건강혜택,

구강건강통제위로 나타났다. 구강건강행위 요인4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가 없었다.

셋째, 구강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

귀 분석한 결과 구강건강행위 요인1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구강보건교

육, 최근 1년내 구강건강검진, 치과예방처치와 구강건강행위장애와 구강건

강행위혜택 변수가 영향을 미쳤고, 구강건강행위 요인2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과 구강건강 관심도, 구강건강통제위, 인지된 구강건강상태가

영향을 주는 변수였다. 구강건강행위 요인3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구강건

강관심도와 자기효능감이였고, 구강건강행위 요인4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는 지역과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구강건강행위를 측정하는 변수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연구도

구로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며 대학생들의 구강건강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구강건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도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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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

인 사 의 말 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구강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에만 사용되며 앞으로

올바른 구강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무기명으로 실시하는 것이오니 귀하의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귀하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 받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 10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 및 질병관리학과

연구자 이 호 연



설 문 지

다음 글을 읽고 해당번호에 V표시를 하십시오.

1.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보건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수업 과목도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2. 최근 1년 내에 구강건강을 위해 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칫솔 이외에 입안 청결을 위하여 사용해본 치과용 기구나 재료 등이 있

습니까?

( 치실, 치간 칫솔, 양치용액, 고무 자극기 등)

① 예 ② 아니오

4. 치과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 중에서 어떠한 처치를 받아본 적이 있습

니까?

( 스켈링, 불소사용 이나 그밖의 처치)

① 예 ② 아니오

5.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 및 정보는 주로 어디서 접하셨습니까?

① T V 나 라디오 대중매체 ② 의료기관

③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④ 가족 또는 주위 사람들

⑤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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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동적 요인 에 관 한 질 문



1. 각 문항에 대해 현재 본인이 실천하고 계시는 사항에 V 표를 해주십시

오.

1. 건강 중에서도 구강건강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중요하다. ② 조금 중요하다

③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④ 중요하지 않다.

2. 구강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심미성 ② 음식물 저작성

③ 발음 용이 ④ 기타( )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설탕이 배합된 음식을 가급적 먹지 않는다

음식을 먹은 후에 잇솔질을 철저히 한다

불소가 배합된 세치제로 잇솔질을 한다

불소가 든 용액으로 입안 헹구기를 한다

치과에서 주기적으로 치면세마(스켈링)를

한다

주기적으로 치의원을 방문하여 구강검진

및 치료를 받는다.

올바른 잇솔질을 한다

술, 담배를 절제한다

치과용 치실을 사용한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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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건강 증진 행위 에 관 한 질 문

구 강건 강의 중요 성에 관한 질문



1. 하루 중 잇솔질은 언제 해야 할까요?

① 매 식사 후와 잠자기 전 ② 아침식사 후와 잠자기 전

③ 아침식사전과 저녁 식사 후 ④ 기타 하고 싶을 때

2. 다음의 내용을 읽고 각 질문에 해당하는 란에 V 표를 해주십시오.

1. 구강건강의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아주 관심이 많다 ② 조금 관심이 있다

③ 별로 관심이 없다 ④ 전혀 관심이 없다

내 용 옳다 틀리다

충치 세균은 치아에서 치아로 옮겨간다

충치는 프라그 (치태) 때문에 생긴다

충치는 대개 저절로 낫는다

충치는 처음 생길 때부터 아픔이 느껴진다

유치 (젖니)의 충치는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불소는 충치가 생기는 것을 미리 막는다.

불소는 프라그 (치태)가 있는 곳을 보여준다.

불소는 치아를 하얗게 표백한다

불소는 물을 소독하는 역할을 한다.

잇몸질환은 (풍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

잇몸질환은 프라그 (치태)와 치석 때문에 생긴다

칫솔질시 잇몸에서 피가 나오면 잇몸질환에 걸렸다는 표시다.

스켈링을 받으면 이가 깍이고 흔들리는 부작용이 많다.

충치를 예방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잇솔질이다.

잇몸질환이 심하면 치아속 뼈까지 파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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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건강 의 지 식에 관한 질문

구 강건 강관 심 및 자기 효능 감에 관한 질문



2. 다음은 평소 본인의 태도나 생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내용들을 읽고 각 질문에 해당하는 란에 V 표를 해주십시오.

1. 현재 본인의 구강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건강하지 않다 ②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한 편이다 ⑤ 아주 건강하다

2. 현재 구강 내에서 가장 불편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 입안에서 피가 나고 냄새가 난다

② 치아가 아프거나 빠진 치아가 있다

③ 뜨거운 것이나 차가운 것에 시리다

④ 입을 벌리고 다물 때 소리가 난다

⑤ 외상(이가 부러짐)이 있다

⑥ 불편한 점이 없다

문 항 내 용
확실히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떤 일을 한번 시도하여 해내지 못

하면 해낼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
나는 즐겁지 못한 일이라도 그것을 끝낼

때까지 매달린다.
나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바로 그 일을

착수한다.

나는 실패했을 때 더 열심히 한다.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어려움이 닥치면 부딪혀 이겨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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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한 구 강건 강 상 태에 관한 질문



1. 치아나 잇몸에 이상이 있는데 혹 병원에 가지 못했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인지 V 표를 하십시오.

1 . 본인의 구강건강을 유지하면 이로운 점이 어느 정도인지 해당란에 V

표를 하십시오.

문 항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충치 및 잇몸질환 예방

입냄새 제거

의료비 절감

타인에게 잘보일수 있음

(심미적인 효과)

문 항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치료에 대한 두려움 (겁이 나서)

갈 시간이 없어서

경비가 부담스러워서

치료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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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한 구 강건 강행 위 장 애에 관한 질문

인 지한 구강 건강 행위 혜택 에 관 한 질 문



1 . 다음 문장은 구강건강에 대해 본인이 느끼고 있는 점을 표현한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란에 V 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가 구강질환에 걸렸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 될 수 있는가는 나 자신의 행동에 달

려 있다.
운이 나빠도 내가 구강건강을 잘 조절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치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검진을 받는 것

이 구강병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구강에 이상이 느껴질 때는 항상 전문의료

인을 찾는다.
나의 구강건강의 직접적인 책임은 나 자신

에게 있다.
내가 구강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가족의 영

향을 많이 받는다.
구강건강유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

냐 하는 것은 나의 구강건강에 크게 영향

을 미친다.
내가 건치의 운명을 타고났다고 해서 치아

가 건강한 것은 아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잘 관리한다면 건강한 구

강을 유지 할 것이다.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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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한 구강 건강 통제 위에 관한 질문



1 . 성별 : 남 ( ) 여 ( )

2. 학년 : 1학년 ( ) 2학년 ( ) 3학년 ( )

3. 학과 : ( )

4. 학교 : ( )

5. 부모님의 교육정도

부 : 중졸이하 ( ) 고졸 ( ) 전문대졸 ( ) 대졸이상 ( )

모 : 중졸이하 ( ) 고졸 ( ) 전문대졸 ( ) 대졸이상 ( )

6. 가족의 월 소득정도

① 100만원 미만 ② 100 - 200만원 미만

③ 200 - 300만원 미만 ④ 300 - 400만원 미만

⑤ 400 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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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학 적 특 성에 관한 질문



A B S T RA CT

S tu dy on Re lat ion F ac t ors o f Oral H e alth B eh av iors

: B a s e d on H e alth P rom ot ion M o de l

Lee Ho Youn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 sity

( Directed by Prof. Kim Dong Ki, Ph. D )

T 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ha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oral health education process and to develop

effective oral health promoting program s for college students by

analyzing the modifying factor s that may affect their oral health

behaviors and their cognit ive and perceptive factors .

Data for this study are collected by the questionnaire method from

college students who attend colleges located in Seoul, Kyunggi and

Kangw on province for the period betw een October 20, 2000 and October

31, 2000. T he respondents w ere chosen from Dental depart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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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 Dental department . After omitt ing the responses with insufficient

information , 429 valid responses are used for this analy sis .

T o analyze the data, the following statistical methods are used by

the SAS (Statist ical Analysis Sy stem ) program : percentile, arithmetic

average, t - test , ANOVA, Chi- square test , factor analy si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

T he result 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s . First , in dental Department

the overall average score for oral health behaviors questions is 29.8(T he

total score of 50) and in Non - Dental Department the overall average

score for oral health behaviors questions is 26.6(T he total score of 50).

T he highest score is the correct teeth- brushing with the average score

of 3.9 on a scale of 1- 5 in Dental Department while the highest score

is the self- restraint of liquor and cigarettes with the average score of

3.8 on a scale of 1- 5 in Non - Dental Department .

Second, from the Pear 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between

oral health behavior s and perception - awareness factor s, variables which

appear significant correlation coefficient by the first oral health behavior

factor s are the importance of oral health , the knowledge of oral health ,

the concern about oral health , self- efficiency , oral health status and the

barriers to oral health behavior s . Variables which appear significant

correlation coefficient by the second oral health behavior factor s are the

importance of oral health , the knowledge of oral health , the concern

about oral health , self- efficiency , oral health status, the benefit s of 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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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behavior s and the control of oral health . Variables which appear

significant correlation coefficient by the third oral health behavior

factor s are the importance of oral health , the knowledge of oral health ,

the concern about oral health, self- efficiency , the benefit s of oral health

behaviors and the control of oral health . Variable which appear

significant correlation coefficient by the fourth oral health behavior

factor s is nothing .

T hird, multiple regression is used to determine major factor s

affecting oral health behavior s .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 fir st oral

health behavior factor s are the oral health education , the oral health

examination within one year , the preventing treatment of oral disease,

the barrier s to oral health behaviors and the benefit s of oral health

behaviors .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 second oral health behavior

factor s are the sex , the concern about oral health , oral health status

and the control of oral health .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 third oral

health behavior factor s are the concern about oral health and

self- efficiency .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 fourth oral health behavior

factor s are a region and the importance of oral health .

Finally variables which measure oral health behavior s should be

developed by objective and accurate study methods . Study on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 is continually progressed for the oral health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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