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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에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민

은행 명동 본점 직원과 서울 은행 본점 직원 중 임의표본추출 한 500명을

대상으로 2001년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13일간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474부이었고 자료

분석은 SAS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백분율과 산술평균, x²-검정, t-

검정, 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

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개인의 구강건강관리의 신념과 태

도, 지식수준이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2. 연구대상자의 개별적인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를 살펴보면 1일 평균

칫솔질 횟수는 성별과 결혼 유무별로 관련이 있었고, 여자가 남자보

다, 미혼이 기혼보다 높았다. 대상자의 1일 평균 칫솔질 횟수는 2.9

회이었고, 1회 평균 칫솔질 시간은 2.3분이었으며 칫솔질 시기는 점

심식사 후 81.4%로 실천률이 가장 높았고, 칫솔질 방법 중 올바른 칫

솔질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대상자는 22.4%였다.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보건용품 사용의 관계에서 치실



vi

사용은 교육수준과, 치간칫솔의 사용은 연령과, 구강양치액의 사용은

성별과 분무세척기의 사용은 월 수입 그리고 결혼유무와 관련이 있었

고 연구대상자의 치실 사용률은 14%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용률이

높았고, 치간칫솔의 사용률은 9.9%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용이 높았

으며, 구강양치액의 사용률은 11.9%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 분무

세척기의 사용률은 3.2%로 월 수입이 증가할수록 사용률이 높았다.

   

4.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을 위한 식이조절행위는 섬유식품 섭취

9.7%, 당분 음식 제한 8.7%, 비타민C 섭취 3.6%, 칼슘 섭취 2.8%로

대체적으로 실천률이 낮았고, 대상자의 구강건강을 위한 금연 실천률

이 전체 대상자에서 11.9%이었고 교육수준과 관련이 있었다. 정기적

치과 방문 실천률은 6.8%로 결혼 유무와 관련이 있었고 기혼이  미혼

보다 높았다.

결론적으로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은 개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신

념과 태도, 지식수준과 관련이 있으므로 구강건강관리의 동기를 부여

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교육 내용이 이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

육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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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구강건강은 전체 건강의 일부이며, 구강건강을 파탄시키는 대부분의 구

강질환은 만성적으로 진행된다. 1950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치아우식증 유

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진보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치아우식

증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강문제에 관여하는 질환으로 남아 있다(Forrest

등, 2000). 또한 주요한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한번 발생되

면 자연적인 치유가 불가능하고 후유증이 심하므로 어느 분야보다도 예방

이 중요하다. 따라서 구강건강행위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예방이 가

능하므로, 구강질환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구강건강행위가 매우 중

요하다고 하겠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건강진단결과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구

강건강상태는 치아우식증과 결손치 유소견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반면 치주

질환 유소견율은 1986년 22.0%, 1994년 27.1%, 1998년 54.6%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1986; 1994; 1998통계). 이는 노인

인구 증가의 결과로 구강의료체계는 예방치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축되

어야 하고, 많은 구강치료가 한번의 치료로 끝나지 않고 치료가 끝난 후에

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1998년 보건복지부 내에 구강보건과가 신설되고 1999년 구강보건법이 제

정되었다. 이 구강보건법은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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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 ‘수돗물 불소화 사업’ ‘구강보건용품’과 같은 용어의 정의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구강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구강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조하고 스스로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로 명시된 것이다.

구강보건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구강건강행위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신념과 태도, 구강건강상태, 구강지식수준 정도, 사회적 지지 요인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특히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가정

생활환경, 식생활습관, 생활양식, 구강습관, 구강위생에 관한 지식 및 태

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강명신, 1994).

Abegg 등(2000)의 연구에서는 구강건강행위는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심리

학적 요인에 의해 설명하였으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소영(1999)의 연

구에서는 구강질환 예방법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구강질환 예방법별

실천률이 높았다. 이는 구강질환 예방법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구강질환

예방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구강질환 예방행동을 유발시킨

다는 이론을 입증한 것이라 하겠다.

그 동안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들은 구강보건의식, 태도, 행동에 관한 실

태 조사, 건강증진 모델을 이용한 건강증진행위의 이론적 관련성 등의 연

구들이 많았지만 구강건강행위와 관련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증 분석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한 구강건강행위 중 전문가적 관리방법을 제외

한 가장 기본적인 구강질환 예방방법인 개인의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에 관

한 총괄적 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인의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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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요인을 분석하고 그 실태를 파악해서 보다 나은 구강건강관리 교육 프

로그램과 모델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에 관련된 요인을 알

아보고 개별적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의 실태를 파악해서 보다 나은 구강보

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를 얻고자 함이며 나아가 구강보건교육

인력을 훈련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① 일반적 특성과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과의 관련성을 알아

본다.

② 구강건강상태와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과의 관련성을 알

아본다.

③ 구강위생관리에 대한 신념과 태도, 지식수준과 자기구강위생

관리행위수준과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④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에 관련된 요인을 알아본다.

⑤ 개별적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의 실태와 일반적인 특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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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인류가 존재하면서 치주질환은 존재하였고 치아우식증은 밀가루와 정제

된 당분 발효성 탄수화물 음식의 발달로 구강건강문제를 일으키는 주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로, 최근 500년 동안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은 구강건강을 위해하는 가장 일반적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치아우식증은 감염성 질환으로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서 입안에 존재하는

세균의 집합체인 치태가 만들어 내는 산성물질이 치아의 경조직을 용해하

는 병이다(홍석진과 박기철, 1997).

치주질환이란 치은과 백악질, 치조골, 그리고 치주인대를 포함한 치아지

지조직에 발생한 질환을 말하며 치아주위와 치주낭에 존재하는 세균성 치

태의 감염으로 인한 치아의 지지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이다(Kelner 등,

1981).

인간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역학적, 임상적 연구에서 최근 40년 동안의

연구결과는 여러 국가와 지역 사람들에게서 치태를 제거하는 것이 치아우

식증과 치주질환의 관리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었다(Loe

등, 2000).

치태는 치은면과 치아 표면에 24시간 안에 형성되고 초기의 치태 형성은

치태의 침착을 가속화 시켜 1주일이 경과하면 다른 치아와 치아표면에도

치태가 형성된다. 따라서 매일 행해지는 구강위생관리와 정기적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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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리가 질병의 예방과 재발을 최소화하는 데 요구된다.

치아우식증을 일차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치면세균막 관리법,

전문가불소도포법, 치면열구전색법 및 식이조절이 개발 실용되고 있고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칫솔질이라는 사실

은 이미 공지되어 있다(김종배 등, 1994). 따라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전체 국민이 적절한 칫솔질 방법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구강위생관리행위

구강위생관리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부분은 치면세균막 관리인데,

이 관리법에는 기계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이 있다. 치면세균막을 조절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칫솔질, 치실사용, 전문가적 치면세마와 같은

기계적인 방법이다. 전문가적 치면세마를 제외하면, 이러한 관리법의 효과

는 개인의 기술 습득과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좌우된다.

칫솔질은 알맞은 디자인으로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적절한 시간 동안

수행해야 한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규격에 맞는 세 개 열의 모를 가진 칫솔로 3분 동안

칫솔질할 때 치태제거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밝혀 졌다(Zimmer 등,

1999). 칫솔질 횟수는 하루 3번 닦는 것에 비해 한번 닦으면 치면세균막

수치가 50%증가하며, 치은 염증이 20%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임성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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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gg 등(2000)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칫솔질 횟수는 1

일 2회이었고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태현 등(1997)의 연구에서도

1일 평균 칫솔질 횟수는 2.8회 이었다.

보건의료직종별 구강보건관리 조사에서는 1일 칫솔질 횟수는 3회가 가장

많았고 시기는 매 식사 후와 자기 전이 가장 많았다(이은숙 등, 1999).

 칫솔질 방법으로는 회전법과 바스법이 일반적으로 추천되고 있고 최근

의 평가로는 20~30년 동안 구강위생이 좋아졌고, 선진국에서는 80~90%가

하루 1~2회 칫솔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axer 등, 1997).

이영혜 등(2000)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민의 99.3%가 구강위생

관리행위로 칫솔질을 하고 있고 가정에서의 칫솔질 횟수는 매일 평균 2.04

회 이었다. 또한 조찬 전 칫솔질 실천자율은 40.7%이었고, 간식 후 칫솔질

실천자율은 매우 낮았다.

기계적 치면세균막 관리법에는 칫솔질 방법 이외에도 치실, 치간칫솔,

고무치간자극기 사용 등이 있다.

화학적 치면세균막 관리는 기계적 방법에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세균막의 제거는 주로 칫솔질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구강양치액를 사용하

는 것이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치면세균막을 제거할 수 있

다.

서울시민의 경우 이쑤시개질을 제외한 치실사용과 치간칫솔질 실천자율

은 매우 낮았다. 또한 불소 함유 구강양치액의 사용은 39.0%에 불과하였다

(이영혜 등, 2000).

치면세균막 관리를 위해서는 식생활 관리가 중요한데 고단백, 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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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청결한 구강위생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Baffalo에 있는 Naw York 주립대학교 치과대학의 치주과 주임교수인

Robert Genco,박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이 최근 미국의 치주학회지에 Vit

C의 섭취량이 권장하는 양보다 낮은 경우에는 치주병의 발생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Vit C를 다량 섭취하면 치은의 건강이 좋아진다고 말

해왔지만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연

구는 이번이 처음이다(박기철, 2000).

또한 흡연은 치주염의 중요한 요소이고 치료의 경과, 상처의 치유, 치과

임플란트, 미용치과의료 및 암의 발생과 직결된다(박기철, 2000).

이호연(2000)의 연구에서는 치과계열 학생과 일반계열의 학생을 대상으

로 한  집단간 비교 연구에서는 구강위생관리행위의 실천 정도는 칫솔질이

가장 높았지만 일반계열의 학생의 실천력이 가장 높은 것은 술, 담배 절제

였다.

3. 구강위생관리행위에 관련된 요인

Abegg 등(2000)의 연구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칫솔질 횟수가 높았으

며 연령과 구강질환자의 유형과 문화적인 요인과는 관련이 없었다. 또한

구강위생관리행위는 사회인구학적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었다.

 이태현 등(1997)의 연구에서도 젊은층이 고령자보다 1일 칫솔질 횟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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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김은숙(2000)의 연구에서는 구강위생관리행위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20대, 기혼자가, 교육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인지한 구강상태가 좋을수록 구강건강관리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미국의 경우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치아와 잇몸의 건강관리를 철저하

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기철, 2000).

고소영(1999)의 연구에서 구강질환 예방법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구강질환 예방법별 실천자율이 높았고, Murray(1999)의 연구에서도 구강건

강행위는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수준과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으

며,  Stewart 등(1997)은 인간의 행위는 그 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인간의

신념과 관계가 있다고 했다.

Roberts-Thomson 등(1999)의 연구에서 치아우식증 예방행위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수준은 규칙적인 구강위생관리가 가장 높았고, 정기적 치과검진,

식이조절(충분한 칼슘섭취와 섬유소 식품섭취), 불소치약 사용, 당분 조절,

상수도불소화 순이었고, 치주질환 예방으로는 규칙적인 구강위생관리, 정

기적 치과검진, 잇몸마사지, 순으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다. 구강

보건정보 습득 경로는 인쇄매체, 치과의원, TV, 가족이나 친구, 학교보건

소, 보건소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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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국민은행 명동 본점 직원 825명과 서울은행 본점

직원 970명을 포함한 총 1795명 중 임의표본추출한 5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사전조사는 조사내용을 확정한 후 2001년 4월

7일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사전조사 후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2001년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13일간 실시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500부 중 474부가 회수되어 94.8%의 회수율을 보였다.

2.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미국치과위생사협회지에 실린 Cally등

(2000)의 연구에서 제시된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 질문표를 근거로 한 것이

다. 이와 같이 문헌고찰을 통해 채택한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에 관한 질문

8문항, 신념과 태도에 관한 질문 6문항,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 동기에 관

한 질문은 3문항이었고, 지식수준에 관한 질문표는 미국치과위생사협회지

에 실린 Forrest 등(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표 12문항 중 우리나라

실정과 본 연구대상에 맞는 질문 5문항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참고로

Forrest등의 연구에 사용된 질문표의 신뢰도 Cronbach α계수는 0.91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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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설문지는 위와 같이 채택한 문항에 문헌고찰을 통해 질문 내용을 보

완하여 일반적 특성 5문항,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 14문항, 개인의 신념과

태도 7문항, 구강위생관리행위 수행에 있어서 개인의 구강건강상태 등 구

강위생관리행위 동기에 관한 6문항 그리고 구강위생관리 지식에 관한 질문

7문항,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구체적인 변수와 내용은 표1과 같다.

종속변수, 독립변수의 구체적인 정의 및 내용

가. 일반적 특성

성, 연령, 교육수준, 월 수입, 결혼유무로 구강위생관리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나.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적 구강위생관리방법을 제외한 자기구강위생관리행

위 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내용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칫솔질의 횟수, 시기, 방법, 칫솔의 종류, 칫솔

질 시간, 칫솔질 상태, 치약의 불소함유 유무, 치실·치간칫솔의 사용 유

무 및 전동칫솔·구강양치액 ·고무자극기 ·분무세척기의 사용 유무와 구강

건강을 위한 식이조절 유무, 금연, 정기적인 치과방문의 전반적인 자기구

강위생관리를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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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은 연구대상자의 개별적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

를 점수화한 후 모두 더한 값을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으로 정의하였

다. 칫솔질 횟수와 시간은 실수로 점수화 하였고, 또한 칫솔질 방법은 올

바른 행위와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여 올바른 행위는 1점, 올바르지

않은 행위는 0점, 칫솔질 상태는 5항목으로 1점에서 5점까지 점수화 하였

다. 그리고 칫솔질 외 보조적 구강위생관리 방법인 치실이나 치간칫솔,

그 외 다른 구강보건용품의 사용 유무, 치약의 불소 함유 인지 유무 와 식

이조절 실천 유무에 따라 실천하고 있으면 1점 만점, 금연과 정기적 치과

방문행위는 각각 1점씩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

의 실천력이 높은 것으로 하였다. 총 22점 만점으로 하였다(표 1).

라. 구강건강상태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의 현재의 구강건강 상태와 1년 이내 과거의 구강건강상태를 변수로 사용

하였다.

마. 구강위생관리에 대한 신념과 태도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칫솔질에 관한 개인의 신념 및 태도와 구강위

생관리 방법에 관한 지식의 습득경로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

구의 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구강건강유지의 중요성에 관한 개인의 신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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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1문항과 칫솔질에 관한 개인의 태도에 대한 1문항, 총 2문항으로 신

념과 태도는 긍정적인 항목과 부정적인 항목 순으로 ‘아주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아주 그렇지않다’ 1점

으로 점수화하여 총 10점 만점으로 하였고, 신념과 태도의 측정치가 높을

수록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이 높을 것으로 가정된다.

바. 구강위생관리에 관한 지식수준

구강위생관리 지식수준은 불소의 예방 효과 및 치아우식증·치주질환의

특성 그리고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식이조절에 관한 지식과 칫솔질·치실

·치간칫솔의 사용 방법에 관하여 올바르게 알고 있는 수준을 측정하여 모

두 더한 값을 지식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설문지는 총 7문항으로 모두 5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7문항 중 신뢰도

계수가 가장 낮은 식이조절에 관한 지식문항(설탕의 섭취량과 섭취횟수의

영향)을 삭제하고 6문항을 분석한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0.61이었다.

지식수준 측정치는 정답에 1점-2점을 부여, 모두 더한 값을 측정치로 하였

고 총 17점 만점으로 하였다. 측정치가 높을수록 지식수준도 높고, 지식수

준이 높을수록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이 높을 것으로 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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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에 사용된 변수와 내용

변수 내용

(일반적 특성)

성별 1 남, 2 여

연령 1 20-29, 2 30-39, 3 40-49, 4 50세 이상

교육수준 1 중졸 이하, 2 고졸, 3 대졸, 4 대학원졸

월 수입 1 100 만원 미만, 2 100-200미만, 3 200-300미만,

4 300-400미만, 5 400만원 이상

결혼 유무 1 기혼, 2 미혼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

칫솔질 횟수 1 1회, 2 2회, 3 3회, 4 4회, 5 5회 이상

칫솔질 시기 1 아침식사 전, 2 아침식사 후, 3 점심식사 후

4 저녁식사 후, 5 간식 후, 6 자기 전

칫솔질 방법 1 윗니는 위·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위로 돌리면서

2 위아래로, 3 옆으로, 4 옆으로, 위아래로 돌리면서

칫솔 종류 1 약간 부드러운 모, 2 단단한 모, 3 모르겠다

칫솔질 시간 1 1분, 2 2분, 3 3분, 4 4분 이상

칫솔질을 철저히 하는가 1 아주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않다, 5 아주 그렇지않다

치약의 불소 함유 인지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치실·치간칫솔 사용 1 치실, 2 치간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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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변수 내용

칫솔, 치실, 치간칫솔 외 구

강용품 사용

1 전동칫솔, 2 구강양치액, 3 치간고무자극기,

4 분무세척기

식이조절 방법 1 설탕이 배합된 음식은 가급적 먹지 않는다

2 충분한 칼슘을 섭취한다

3 야채,과일 등의 섬유식품을 충분히 섭취한다

4 비타민C 섭취를 충분히 한다

그 외 구강건강관리 행위 1 금연, 2 정기적 치과 방문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 3-22점

(구강건강상태)

현재의 구강건강상태 1 매우 건강하다

2 아픈 치아가 없고 건강한 편이다

3 충치와 잇몸질환이 없다

4 치료를 받아야 할 치아가 있다

5 입냄새가 나고 빼야 할 치아가 있다

6 구강건강이 아주 안 좋다

1년 이내 과거의

구강건강상태

1 구강건강이 양호했다

2 충치와 잇몸질환으로 인한 치료 경험이 있다

3 치아를 뽑은 경험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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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변수 내용

(신념과 태도) 2-10점

칫솔질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5 아주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아주 그렇지 않다

구강을 건강하게

유지하길 원하는가

5 아주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아주 그렇지 않다

(지식수준) 2-17점

불소의 효과 1 충치 예방효과, 0 잇몸질환 예방효과, 치아 미백

효과, 입냄새 제거 효과, 모르겠다

충치는 만성적, 감염성

질환

2 아주 그렇다, 1 그렇다, 0 그렇지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치태를 제거하는 것이

잇몸질환 예방에 더 효과적

2 아주 그렇다, 1 그렇다, 0 그렇지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타액량의 감소는 충치를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다

2 아주 그렇다, 1 그렇다, 0 그렇지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알고

있다

5 아주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아주 그렇지 않다

치실·치간칫솔 사용법을

알고 있다

5 아주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아주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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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및 분석의 틀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용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 구강건강상태, 구강위생관리에 대한 신념과 태도, 지식 수준

에 따른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

분산분석, 상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위해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개별적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는 실수와 백분율을 구했고, 일반적 특성과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x²-검정, t-검정, 분산

분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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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X²- 검정, t- 검정, 분산분석

성, 연령, 교육수준,
월 수입,결혼 유무

구강건강상태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
X²- 검정, 분산분석

·현재의 구강건강상태

·1년 이내 과거의 구강건강상태

구강위생관리에 대한 신념과 태도

상관분석

·구강위생관리 의향(칫솔질)
·구강건강유지의 중요성

·칫솔질

·치실, 치간칫솔 사용

·구강보건용품 사용

·식이조절

·금연

·정기적인 치과 방문

구강위생관리에 관한 지식수준 상관분석

불소의 효과, 구강질환의 특성,
구강위생관리 방법 지식

그림 1. 연구 및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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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와 같이 연구대상자 전체 인원은 474명이고 성별로는 남자가 331명

으로 69.8%, 여자가 143명으로 30.2%이었다.

연령별로는 30-39세가 199명 42.1%로 가장 많았으며,교육수준별로는 대

졸이 263명 55.8%로 가장 많았다. 소득수준별로는 100-200만원 미만이 172

명으로 36.8%이었으며, 결혼 유무에 따라서는 기혼이 67.2%로 미혼보다 많

았다.



19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표본수         백분율(%)

남 331 69.8성    별

여 143 30.2

20 - 29 106 22.4

30 - 39 199 42.1

40 - 49 133 28.1

연령(세)

50 이상 35 7.4

무 응 답 1                

중졸이하 11 2.3

고    졸 165 35.0

대    졸 263 55.8

교육수준

대학원졸 32 6.8

무 응 답 3

100 미만 88 18.8

100-200 미만 172 36.8

200-300 미만 109 23.3

300-400 미만 65 13.9

월 수입

(만원)

400 이상 34 7.3

무 응 답 6

기    혼 316 67.2결혼유무

미    혼 154 32.8

무 응 답 4

                      계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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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

연구대상자 전체의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의 평균은 10.90점±2.26이

었고 일반적 특성과 행위수준과의 관계는 표 3과 같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11.13점±2.32, 남자가 10.80점±2.23이었고, 연령별로

는 50세 이상이 12.20점±2.55,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원졸이 11.25점±2.64,

월 수입별로는 100-200만원 미만이 11.19점±2.27, 결혼 유무별로는 기혼

이 10.91점±2.23으로 가장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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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

변    수 구    분 표본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값 p 값

전    체 472 10.90 ±2.26

성    별 남 330 10.80 ±2.23 -1.49 0.1377

여 142 11.13 ±2.32

20 - 29 105 10.93 ±2.23

30 - 39 198 10.78 ±2.32

40 - 49 133 10.95 ±2.12

연령(세)

50 이상  35 11.20 ±2.55

0.43 0.7319

중졸 이하  11  9.91 ±1.58

고    졸 165 10.93 ±2.16

대    졸 263 10.88 ±2.30

교육수준

대학원졸  32 11.25 ±2.64

0.97 0.4049

100 미만  87 10.85 ±2.45

100-200 미만 172 11.19 ±2.27

200-300 미만 109 10.53 ±2.07

300-400 미만  65 10.85 ±2.06

월 수 입

(만원)

400 이상  34 10.88 ±2.68

 1.43

0.2237

결혼유무 기    혼 315 10.91 ±2.23 0.14 0.8863

미    혼 153 10.88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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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강건강상태와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

가. 현재의 구강상태와 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

현재의 구강상태와 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과의 관계는 표 4와 같고 현재

의 구강상태가 ‘매우 건강하다’고 한 응답자의 평균은 11.72점±2.69이고,

‘아픈 치아가 없고 건강한 편이다’ 11.18점±2.27, ‘충치와 치주질환이 없

다’ 11.05점±2.08, ‘치료를 받아야 할 치아가 있다’ 10.66점±2.14, ‘입 냄

새가 나고 충치나 치주질환 때문에 빼야 할 치아가 있다’ 10.92점

±2.81,‘구강 건강이 아주 안 좋다’ 10.17점±1.80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나. 1년 이내 과거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

1년 이내 과거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과의 관계는 표4

와 같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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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구강건강상태와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

변    수 구     분 표본수  평균±표준편차 F값 p값

매우 건강하다 25 11.72 ±2.69

건강한 편이다 123 11.18 ±2.27

충치와 치주질환이 없다 62 11.05 ±2.08

치료를 요함 197 10.66 ±2.14

입 냄새가 나고

빼야 할 치아가 있다

37 10.92 ±2.81

현재의

구강건강

아주 안 좋다 23 10.17 ±1.80

2.04 0.0717

구강건강이 양호했다 194 10.89 ±2.32

충치와 치주질환으로

 치료 경험이 있다

202 10.92 ±2.19 0.04 0.9568과거의

구강건강

충치나 치주질환으로

치아 발거 경험이 있다

62 10.98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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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강건강관리 신념,태도와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

의 관련성

구강건강관리의 신념, 태도와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과의 Pearson

상관계수는 0.31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구강건강관리 신념, 태도

가 높을수록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도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

로도 유의하였다(p=0.0001).

5. 구강건강관리의 지식수준과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

수준의 관련성

구강건강관리의 지식수준과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과의 Pearson상관

계수는 0.42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구강건강관리 지식수준이 높을수

록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도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

하였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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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에 관련된 요인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

적인 특성인 성과 연령 그리고 분석 결과 유의하게 나온 월 수입과

현재의 구강건강상태를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성, 연령, 월 수입의 일반적 특성은 자기구강위생관

리행위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고 신념과 태도, 지식수준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성, 연령, 월 수입, 신념과 태도, 지식수준은 자기

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에 대하여 20.46%의 설명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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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에 관련된 요인의 다중회귀분석결과

변    수 구    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성    별 남 자/ 여자 -0.27 0.23 -1.18 0.2385

30-39/ 20-29 0.04 0.27 0.13 0.8947

40-49 0.15 0.32 0.46 0.6490

연 령(세)

50-59 0.64 0.43 1.48 0.1398

100-200 미만/100 미만 0.20 0.29 0.68 0.4977

200-300 미만 -0.29 0.33 -0.88 0.3796

300-400 미만 -0.12 0.39 -0.32 0.7532

월 수 입

(만원)

400 이상 -0.37 0.47 -0.78 0.4338

치료 요함/ 구강건강 양호 -0.29 0.21 -1.35 0.1788

현재의

구강건강

아주 안 좋다 -0.47 0.32 -1.46 0.1448

신념과 태도 0.57 0.11 5.43 0.0001

지식수준 0.35 0.04 8.44 0.0001

R²= 0.2258

Adj R²= 0.2046

P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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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별적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의 실태

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칫솔질의 특성

1) 1일 평균 칫솔질 횟수와 1회 평균 칫솔질 시간

연구대상자의 1일 평균 칫솔질 횟수는 전체에서 2.92회 이고, 성별로는

여자가 3.10회, 남자가 2.84회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는 미혼이 3.04회, 기혼이 2.87회로 미혼이 기

혼보다 많았고 1일 평균 칫솔질 횟수는 성별과 결혼유무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3.01회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이 2.95회, 월 수입별로는 100-200만원 미만이 3.01회

로 가장 많았으나 연령별, 교육수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6).

1회 평균 칫솔질 시간은 전체에서 2.30분이고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20-29세가,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원졸이, 월 수입별로

는 100-200만원 미만이, 결혼 유무에 따라서는 미혼이 높았으나 모든 변수

에서 1회 평균 칫솔질 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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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칫솔질 횟수와 칫솔질 시간

1일 평균 칫솔질 횟수(회) 1회 평균 칫솔질 시간(분)변    수 구    분

표본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값 표본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값

전    체 474 2.92 ± 0.72 472 2.30 ± 0.75

성    별 계 474 472

남 331 2.84 ± 0.73 330 2.31 ± 0.75

여 143 3.10 ± 0.66

-3.59 ***

142 2.25 ± 0.76

 0.73

연령(세) 계 473 471

20 - 29 106 3.01 ± 0.71 105 2.37 ± 0.71

30 - 39 199 2.96 ± 0.75 198 2.24 ± 0.71

40 - 49 133 2.83 ± 0.66 133 2.33 ± 0.80

50 이상 35 2.77 ± 0.77

1.99

35 2.20 ± 0.90

  

1.03

교육수준 계 471 469

중졸 이하 11 2.73 ± 0.47 11 2.00 ± 0.63

고    졸 165 2.95 ± 0.74 164 2.30 ± 0.78

대    졸 263 2.94 ± 0.71 262 2.28 ± 0.73

대학원졸 32 2.72 ± 0.73

1.26

32 2.44 ± 0.88

  

0.98

월 수 입 계 468 466

100 미만 88 2.91 ± 0.78 87 2.33 ± 0.76

100-200미만 172 3.01 ± 0.71 171 2.36 ± 0.76

200-300미만 109 2.89 ± 0.75 109 2.16 ± 0.71

300-400미만 65 2.83 ± 0.67 65 2.28 ± 0.78

(만원)

400 이상 34 2.82 ± 0.52

1.15

34 2.29 ± 0.84

  

1.27

결혼유무 계 470 468

기    혼 316 2.87±0.68 315 2.28±0.77

미    혼 154 3.04±0.78

-2.44 *

153 2.31±0.73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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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전과 식후의 칫솔질 횟수 비교

설문 조사한 식전의 칫솔질 횟수는 아침식사 전, 자기 전, 총 2회이고

식후의 칫솔질 횟수는 식사 후, 점심식사 후, 저녁식사 후, 간식 후로 총

4회이었다.

표 7에서와 같이 식전의 칫솔질 횟수는 전체에서 0.94회 이고, 성별로는

여자 1.18회, 남자가 0.83회이었고 결혼 유무에 따라서는 미혼이 1.10회,

기혼이 0.85로 여자가 남자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식전의 칫솔질을 많이

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식후의 칫솔질 횟수는 전체에서 2.00회이고, 성별로는 남자가 2.03회,

연령별로는 40-49세가 2.05회,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원졸이 2.16회, 월 수

입별로는 200-300만원 미만이 2.06회, 결혼 유무에 따라서는 기혼이 2.02

회로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칫솔질 시기는 점심식사 후가 81.4%로 실천률이 가장 높았고, 아침식사

후 58%, 저녁식사 후 56.5%, 자기 전 47.5%,  아침식사 전 46.4%, 간식 후

3.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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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식전과 식후의 칫솔질 횟수 비교

식전 시행(회) 식후 시행(회)변   수   구    분

표본수 평균±표준편차 t or F값 평균±표준편차 t or F값

전    체 474 0.94 ± 0.76 2.00 ± 0.97

성   별 계 474

남 331 0.83 ± 0.73 -4.66*** 2.03 ± 0.96 1.00

여 143 1.18 ± 0.77 1.93 ± 0.99

연령(세) 계 473

20 - 29 106 1.14 ± 0.79 1.92 ± 0.96

30 - 39 199 0.94 ± 0.75 2.02 ± 0.96

40 - 49 133 0.77 ± 0.73 2.05 ± 0.96

50 이상 35 0.89 ± 0.72

4.73**

1.94 ± 1.06

0.38

교육수준 계 471

중졸 이하 11 0.91 ± 0.70 1.91 ± 0.83

고    졸 165 0.99 ± 0.77 1.98 ± 0.95

대    졸 263 0.94 ± 0.76 2.01 ± 1.00

대학원졸 32 0.59 ± 0.67

2.44

2.16 ± 0.72

0.33

월 수입 계 468

(만원) 100 미만 88 1.02 ± 0.76 1.91 ± 1.03

100-200 172 0.99 ± 0.76 2.03 ± 0.96

200-300 109 0.85 ± 0.74 2.06 ± 0.96

300-400 65 0.78 ± 0.84 2.02 ± 0.96

500 이상 34 0.94 ± 0.65

1.51

1.94 ± 0.85

0.38

결혼유무 계 470

기     혼 316 0.85 ± 0.73 -3.29** 2.02 ± 0.95 0.31

미     혼 154 1.10 ± 0.79 1.99 ± 0.98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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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올바른 칫솔질 방법, 치솔 사용, 치약의 불소 함유 인지율

가) 올바른 칫솔질 방법 실천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올바른 칫솔질 방법 실천률은 여자 23.4%, 남자

22.0%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31.4%, 20-29세

가 24.3%, 30-30세가 20.2%, 40-49세가 21.2%로 50세 이상이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원졸이 31.3%, 중졸 이하가 27.3%, 고졸 21.5%, 대

졸 21.2%로 대학원졸이 가장 높았고, 월 수입별로는 100만원 미만 23.3%,

100-200만원 미만 21.6%, 200-300만원 미만 22.2%, 300-400만원 미만

23.1%, 400만원 이상 21.2%로 100만원 미만이 다른 군에 비해 가장 높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는 미혼 23.8%, 기혼 21.7%로 미혼이 기혼보다 올바른

칫솔질 방법 실천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8).

표 9에서 올바른 칫솔질 방법인 ‘윗니는 위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위로

돌리면서’ 닦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22.4%이었고, ‘옆으로, 위아래로 섞어

서’ 닦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58.6%로 가장 많았으며, ‘위·아래로’ 15.4%,

옆으로 3.6% 순이었다.

칫솔질 방법 인지 정도와 실천 중인 칫솔질 방법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

‘칫솔질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대답 한 사람 50.9% 중 13.0% 만이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실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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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올바른 칫솔의 사용

올바른 칫솔의 사용률은 ‘약간 부드러운 모’를 사용한다는 대상자가

74.9%로 가장 높았고, ‘단단한 모’ 17.8%, ‘모르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7.2%였다(표 9).

다) 치약의 불소 함유 인지율 비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용 치약의 불소 함유 인지율은 여러 가지 변수 중

월 수입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월 수입별로는 100-200만원

미만이 50.6%, 300-400만원 미만이 43.1%, 200-300만원 미만이 34.9%, 100

만원 미만이 29.9%, 400만원 이상이 29.4%로 월 수입 100-200만원 미만 군

이 가장 높았다(표 8) .

치약에 불소가 들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40.4%, 들어있지 않다고 대답

한 사람은 13.7%,  모르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45.9%이었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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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올바른 칫솔질 실천여부, 치약의 불소 함유 인지여부

                                                                                   단위: 명(%)

일반적 특성 올바른 칫솔질 실천 여부 사용 치약의 불소 함유 인지 여부

변수 구분 표본수(%) 예(%) 아니오(%)  표본수(%) 예(%) 아니오(%)

성   별 계 469(100.0) 105(22.4) 364(77.6) 473(100.0) 191(40.4) 282(59.6)

남 328(100.0) 72(22.0) 256(78.0) 330(100.0) 132(40.0) 198(60.0)

여 141(100.0) 33(23.4) 108(76.6) 143(100.0) 59(41.3) 84(58.7)

연령(세) 계 468(100.0) 104(22.2) 364(77.8) 472(100.0) 191(40.5) 281(59.5)

20 - 29 106(100.0) 25(24.3) 81(75.7) 105(100.0) 46(43.8) 59(56.2)

30 - 39 199(100.0) 40(20.2) 159(79.8) 199(100.0) 78(39.2) 121(60.8)

40 - 49 133(100.0) 28(21.2) 105(78.8) 133(100.0) 56(42.1) 77(57.9)

50 이상 35(100.0) 11(31.4) 24(68.6) 35(100.0) 11(31.4) 24(68.6)

교육수준 계 466(100.0) 103(22.1) 363(77.9) 470(100.0) 190(40.4) 280(59.6)

중졸이하 11(100.0) 3(27.3) 8(72.7) 11(100.0) 0(0.0) 11(100.0)

고    졸 165(100.0) 35(21.5) 130(78.5) 164(100.0) 68(41.5) 96(58.5)

대    졸 263(100.0) 55(21.2) 208(78.8) 263(100.0) 110(41.8) 153(58.2)

대학원졸 32(100.0) 10(31.2) 22(68.8) 32(100.0) 12(37.5) 20(62.5)

월 수입 계 463(100.0) 103(22.3) 360(77.7) **467(100.0) 189(40.5) 278(59.5)

(만원) 100 미만 88(100.0) 20(23.3) 68(76.7) 87(100.0) 26(29.9) 61(70.1)

100-200 미만 172(100.0) 37(21.6) 135(78.4) 172(100.0) 87(50.6) 85(49.4)

200-300 미만 109(100.0) 24(22.2) 85(77.8) 109(100.0) 38(34.9) 71(65.1)

300-400 미만 65(100.0) 15(23.1) 50(76.9) 65(100.0) 28(43.1) 37(56.9)

400 이상 34(100.0) 7(21.2) 27(78.8) 34(100.0) 10(29.4) 24(70.6)

결혼유무 계 465(100.0) 104(22.4) 361(77.6) 469(100.0) 191(40.7) 278(59.3)

기    혼 316(100.0) 68(21.7) 248(78.3) 316(100.0) 133(42.1) 183(57.9)

미    혼 154(100.0) 36(23.8) 118(76.2) 153(100.0) 58(37.9) 95(62.1)
** p<0.01

올바른 칫솔질(성별:x²=2.92, 연령:x²=5.09, 교육수준:x²=5.80, 월 수입:x²=8.96, 결혼유무:x²=5.86)

불소함유인지(성별:x²=0.73, 연령:x²=4.01, 교육수준:x²=10.96, 월 수입:x²=22.35, 결혼유무:x²=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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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올바른 칫솔질 실천여부, 치약의 불소 함유 인지여부

                                                                                   단위: 명(%)

일반적 특성 올바른 칫솔질 실천 여부 사용 치약의 불소 함유 인지 여부

변수 구분 표본수(%) 예(%) 아니오(%)  표본수(%) 예(%) 아니오(%)

성   별 계 469(100.0) 105(22.4) 364(77.6) 473(100.0) 191(40.4) 282(59.6)

남 328(100.0) 72(22.0) 256(78.0) 330(100.0) 132(40.0) 198(60.0)

여 141(100.0) 33(23.4) 108(76.6) 143(100.0) 59(41.3) 84(58.7)

연령(세) 계 468(100.0) 104(22.2) 364(77.8) 472(100.0) 191(40.5) 281(59.5)

20 - 29 106(100.0) 25(24.3) 81(75.7) 105(100.0) 46(43.8) 59(56.2)

30 - 39 199(100.0) 40(20.2) 159(79.8) 199(100.0) 78(39.2) 121(60.8)

40 - 49 133(100.0) 28(21.2) 105(78.8) 133(100.0) 56(42.1) 77(57.9)

50 이상 35(100.0) 11(31.4) 24(68.6) 35(100.0) 11(31.4) 24(68.6)

교육수준 계 466(100.0) 103(22.1) 363(77.9) 470(100.0) 190(40.4) 280(59.6)

중졸이하 11(100.0) 3(27.3) 8(72.7) 11(100.0) 0(0.0) 11(100.0)

고    졸 165(100.0) 35(21.5) 130(78.5) 164(100.0) 68(41.5) 96(58.5)

대    졸 263(100.0) 55(21.2) 208(78.8) 263(100.0) 110(41.8) 153(58.2)

대학원졸 32(100.0) 10(31.2) 22(68.8) 32(100.0) 12(37.5) 20(62.5)

월 수입 계 463(100.0) 103(22.3) 360(77.7) **467(100.0) 189(40.5) 278(59.5)

(만원) 100 미만 88(100.0) 20(23.3) 68(76.7) 87(100.0) 26(29.9) 61(70.1)

100-200 미만 172(100.0) 37(21.6) 135(78.4) 172(100.0) 87(50.6) 85(49.4)

200-300 미만 109(100.0) 24(22.2) 85(77.8) 109(100.0) 38(34.9) 71(65.1)

300-400 미만 65(100.0) 15(23.1) 50(76.9) 65(100.0) 28(43.1) 37(56.9)

400 이상 34(100.0) 7(21.2) 27(78.8) 34(100.0) 10(29.4) 24(70.6)

결혼유무 계 465(100.0) 104(22.4) 361(77.6) 469(100.0) 191(40.7) 278(59.3)

기    혼 316(100.0) 68(21.7) 248(78.3) 316(100.0) 133(42.1) 183(57.9)

미    혼 154(100.0) 36(23.8) 118(76.2) 153(100.0) 58(37.9) 95(62.1)
** p<0.01

올바른 칫솔질(성별:x²=2.92, 연령:x²=5.09, 교육수준:x²=5.80, 월 수입:x²=8.96, 결혼유무:x²=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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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칫솔질 방법, 칫솔 종류, 치약의 불소 함유 인지 여부의 분포

변수 구분 표본수 백분율(%)

*윗니는 위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위로 돌리면서 105 22.4

위·아래로 72 15.4

옆으로 17 3.6

칫솔질 방법

옆으로, 위아래로 섞어서 275 58.6

계 469 100.0

*약간 부드러운 모 353 75.0

단단한 모 84 17.8칫솔 종류

모르겠다 34 7.2

계 471 100.0

예 191 40.4

아니오 65 13.7

치약의

불소 함유

인지 유무

모르겠다 217 45.9

계 473 100.0

* 올바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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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용품 사용률

표 10에서와 같이 치실의 사용률은 전체에서 14%이고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는 교육수준별로 대학원졸이 31.3%로 가장 높았고, 고졸 12.8%, 대졸

12.6%, 중졸 이하 9.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성별로는 여자 18.2%, 남자 12.1%로 여자의 사용률이 높았고, 연령

별로는 50세 이상이 17.1%, 40-49세가 16.5%, 20-29세가 12.4%, 30-39세가

12.1%로 50세 이상이 가장 높았고, 월 수입별로는 400만원 이상이 20.6%,

100-200만원 미만이 16.9%, 100만원 미만이 11.5%, 200-300만원 미만이

11.0%, 300-400만원 미만이 10.8%로 400만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결혼 유

무에 따라서는 기혼이 14.2%, 미혼이 13.1%로 기혼의 치실 사용률이 높았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치간칫솔의 사용률은 전체에서 9.9%이고, 연령별로 50세 이상이 20.0%,

40-49세가 14.3%, 30-39세가 7.0%, 20-29세가 6.7%로 50세 이상이 가장 높

았고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성별로는 여자 10.5%, 남자 9.7%로 남자보다 여자가, 교육수준별로는 대학

원졸이 12.5%, 월 수입별로는 400만원 이상이 23.5%, 결혼 유무에 따라서

는 기혼이 11.7%로 치실 사용률이 가장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표 10).

전동칫솔의 사용률은 전체에서 5.5%이고, 성별로는 여자가 7.7%, 연령별

로는 30-39세가 6.0%,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가 9.1%, 월 수입별로는

300-400만원 미만이 7.7%, 결혼 유무에 따라서는 기혼이 5.7%로 전동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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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률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1).

구강양치액의 사용률은 전체에서 11.9%이고, 성별로는 여자가 18.9%, 남

자가 8.8%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별로는 30-39세가 13.6%,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이 14.1%, 월 수입별로

는 200-300만원 미만이 14.7%, 결혼 유무별로는 미혼이 13.8%로 가장 높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1).

분무세척기의 사용률은 전체에서 3.2%이고, 월 수입별로 400만원 이상이

11.8%, 300-400만원 미만이 7.7%,  100만원 미만이 3.5%,

200-300만원 미만이 1.8%, 100-200만원 미만이 0.6%이었고, 결혼 유무별로

는 기혼이 4.4%, 미혼이 0.7%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별로는

남자가 4.0%,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5.7%,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이 3.7%

로 가장 높았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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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실, 치간 칫솔 사용 여부

                                                                   단위: 명(%)

일반적 특성 치실 사용 여부 치간칫솔 사용 여부

변    수 구    분 표본수(%) 예(%) 아니오(%) x² 예(%) 아니오(%) x²

성    별 계 473(100.0) 66(14.0) 407(86.0) 47( 9.9) 426(90.1)

남 330(100.0) 40(12.1) 290(87.9) 3.05 32( 9.7) 298(90.3) 0.07

여 143(100.0) 26(18.2) 117(81.8) 15(10.5) 128(89.5)

연령(세) 계 472(100.0) 65(13.8) 407(86.2) 47(10.0) 425(90.0)

20-29 105(100.0) 13(12.4)  92(87.6) 7( 6.7)  98(93.3)

30-39 199(100.0) 24(12.1) 175(87.9) 1.86 14( 7.0) 185(93.0) 9.88*

40-49 133(100.0) 22(16.5) 111(83.5) 19(14.3) 114(85.7)

50 이상 35(100.0) 6(17.1)  29(82.9) 7(20.0)  28(80.0)

교육수준 계 470(100.0) 65(13.8) 405(86.2) 47(10.0) 423(90.0)

중졸이하 11(100.0) 1( 9.1)  10(90.9) 1( 9.1)  10(90.9)

고    졸 164(100.0)  21(12.8) 143(87.2) 8.86* 17(10.4) 147(89.6) 0.33

대    졸 263(100.0) 33(12.6) 230(87.4) 25( 9.5) 238(90.5)

대학원졸 32(100.0) 10(31.3)  22(68.7)  4(12.5)  28(87.5)

월 수입 계 467(100.0) 65(13.9) 402(86.1) 47(10.1) 420(89.9)

(만원) 100 미만 87(100.0) 10(11.5)  77(88.5)  9(10.3)  78(89.7)

100-200 172(100.0) 29(16.9) 143(83.1) 4.24 17(9.9) 155(90.1) 8.47

200-300 109(100.0) 12(11.0)  97(89.0)  7(6.4) 102(93.6)

300-400 65(100.0) 7(10.8)  58(89.2)  6(9.2)  59(90.8)

400 이상 34(100.0) 7(20.6)  27(79.4)  8(23.5)  26(76.5)

결혼유무 계 469(100.0) 65(13.9) 404(86.1) 47(10.0) 422(90.0)

기    혼 316(100.0) 45(14.2) 271(85.8) 0.12 37(11.7) 279(88.3) 3.06

미    혼 153(100.0) 20(13.1) 10( 6.5) 143(93.5)

* p<0.05 (중복 응답으로 얻은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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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동칫솔, 구강양치액, 분무세척기 사용 여부

                                                                                   단위: 명(%)

일반적 특성 전동칫솔 사용여부 구강양치액 사용여부 분무세척기 사용여부

변  수 구    분 표본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성  별 계 472(100.0) 26(5.5) 446(94.5) * 56(11.9) 416(88.1) 15(3.2) 457(96.8)

남 329(100.0) 15(4.6) 314(95.4) 29( 8.8) 300(91.2) 13(4.0) 316(96.0)

여 143(100.0) 11(7.7) 132(92.3) 27(18.9) 116(81.1) 2(1.4) 141(98.6)

연령(세) 계 471(100.0) 25(5.3) 446(94.7) 56(11.9) 415(88.1) 15(3.2) 456(96.8)

20-29 104(100.0) 5(4.8) 99(95.2) 14(13.5)  90(86.5) 1(1.0) 103(99.0)

30-39 199(100.0) 12(6.0) 187(94.0) 27(13.6) 172(86.4) 5(2.5) 194(97.5)

40-49 133(100.0) 6(4.5) 127(95.5)  11( 8.3) 122(91.7) 7(5.3) 126(94.7)

50 이상 35(100.0) 2(5.7)  33(94.3) 4(11.4)  31(88.6) 2(5.7)  33(94.3)

교육수준 계 469(100.0) 25(5.3) 444(94.7) 55(11.7) 414(88.3) 15(3.2) 454(96.8)

중졸이하 11(100.0) 1(9.1) 10(90.9) 0( 0.0) 11(100.0) 0(0.0) 11(100.0)

고    졸 163(100.0) 10(6.1) 153(93.9)  14( 8.6) 149(91.4) 6(3.7) 157(96.3)

대    졸 263(100.0) 13(4.9) 250(95.1) 37(14.1) 226(85.9) 8(3.0) 255(97.0)

대학원졸 32(100.0) 1(3.1) 31(96.9) 4(12.5)  28(87.5) 1(3.1)  31(96.9)

월수입 계 466(100.0) 24(5.2) 442(94.8) 55(11.8) 411(88.2) **15(3.2) 451(96.8)

(만원) 100미만 87(100.0) 4(4.6) 83(95.4) 8( 9.2)  79(90.8) 3(3.5)  84(96.5)

100-200 171(100.0) 10(5.9) 161(94.1) 23(13.5) 148(86.5) 1(0.6) 170(99.4)

200-300 109(100.0) 4(3.7) 105(96.3) 16(14.7)  93(85.3) 2(1.8) 107(98.2)

300-400 65(100.0) 5(7.7) 60(92.3) 4( 6.2)  61(93.8) 5(7.7)  60(92.3)

400이상 34(100.0) 1(2.9) 33(97.1) 4(11.8)  30(88.2) 4(11.8)  30(88.2)

결혼유무 계 468(100.0) 24(5.1) 444(94.9) 54(11.5) 414(88.5) * 15(3.2) 453(96.8)

기    혼 316(100.0) 18(5.7) 298(94.3) 33(10.4) 283(89.6) 14(4.4) 302(95.6)

미    혼 152(100.0) 6(4.0) 146(96.0) 21(13.8) 131(86.2) 1(0.7) 151(99.3)

* P<0.05, ** P<0.01 (중복 응답으로 얻은 결과임)

전동칫솔 사용률(성별:x²=1.88, 연령:x²=0.44, 교육수준:x²=0.90, 월 수입:x²=1.91, 결혼유무:x²=0.65)

구강양치액(성별:x²=9.66, 연령:x²=2.45, 교육수준:x²=4.42, 월 수입:x²=3.87, 결혼유무:x²=1.14)

분무세척기(성별:x²=2.11, 연령:x²=4.55, 교육수준:x²=0.51, 월 수입:x²=16.64, 결혼유무:x²=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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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강보건용품 사용 외의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 실천률

1) 구강보건용품 사용 외의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 실천률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용품 사용 외의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 중 식이조

절 방법은 응답자의 75.8%가 별도의 식이조절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식이조절을 한다고 한 응답자는 24.2%였다. 식이조절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2에서와 같이 ‘야채나 과일 등의 섬유식품을 충분히 섭취한

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9.7%, ‘설탕이 배합된 음식은 가급적 먹지 않는다’

가 8.7%, ‘비타민C 섭취를 충분히 한다’가 3.6%, ‘충분한 칼슘을 섭취한다’

는 2.8%였다.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 중 금연을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1.9%이고, 정기

적 치과 방문을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6.8%였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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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나 과일등의 섬유

식품을 충분히 섭취한다

비타민 C 섭취를 충분히

한다

금연

정기적 치과 방문

그림 2.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용품 사용 외의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을 위한 금연, 정기적 치과 방문

실천률

구강건강을 위한 금연 행위는 교육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실

천률은 대학원졸이 28.1%, 중졸 이하가 18.2%, 고졸이 12.3%, 대졸이 9.5%

였다.

정기적인 치과 방문 행위는 결혼유무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혼

이  8.5%, 미혼이 3.3%로 실천률이 낮았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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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을 위한 금연, 정기적 치과방문 여부

                                                                  단위:명(%)

일반적 특성 금연 실천 여부 정기적 치과 방문 여부

변   수 구    분 표본수 예(%) 아니오(%) X² 예(%) 아니오(%) X²

성   별 계 472 56(11.9) 416(88.1) 32( 6.8) 440(93.2)

남 329 44(13.4) 285(86.6) 23( 7.0) 306(93.0) 0.08

여 143 12( 8.4) 131(91.6)

2.37

 9( 6.3) 134(93.7)

연령(세) 계 471 56(11.9) 415(88.1) 32(6.8) 439(93.2)

20 - 29 104 16(15.4)  88(84.6)  1( 1.0) 103(99.0)

30 - 39 199 21(10.6) 178(89.4) 16( 8.0) 183(92.0)

40 - 49 133 13( 9.8) 120(90.2) 12(9.0) 121(91.0)

50 이상 35  6(17.1)  29(82.9)

3.04

 3( 8.6)  32(91.4)

7.29

교육수준 계 469 56(11.9) 413(88.1) 32(6.8) 437(93.2)

중졸이하 11  2(18.2)   9(81.8)  1( 9.1)  10(90.9)

고    졸 163 20(12.3) 143(87.7)  7( 4.3) 156(95.7)

대    졸 263 25( 9.5) 238(90.5) 21( 8.0) 242(92.0)

대학원졸 32  9(28.1)  23(71.9)

9.88*

 3( 9.4)  29(90.6)

2.61

월 수입 계 466 56(12.0) 410(88.0) 32(6.9) 434(93.1)

(만원) 100 미만 87  9(10.3)  78(89.7)  4( 4.6)  83(95.4)

100-200 171 17(10.0) 154(90.0) 12( 7.0) 159(93.0)

200-300 109 15(13.8)  94(86.2)  6( 5.5) 103(94.5)

300-400 65  7(10.8)  58(89.2)  7(10.8)  58(89.2)

400 이상 34  8(23.5)  26(76.5)

5.60

 3( 8.8)  31(91.2)

2.77

결혼유무 계 468 56(12.0) 412(88.0) 32(6.8) 436(93.2)

기    혼 316 36(11.4) 280(88.6) 0.30 27( 8.5) 289(91.5) 4.45*

미    혼 152 20(13.2) 132(86.8)  5( 3.3) 147(96.7)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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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  찰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는 구강질환 예방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이

며, 가장 기본적인 구강건강증진 방법이다.

그 동안 구강보건 인식, 태도, 행위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에 관한 총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않았다. 또한

최근 급격히 변화되어가는 사회환경처럼 개인의 구강위생관리행위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일반 성

인의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관련된 요인을 규명할

목적으로 본 연구는 국민은행 본점 직원과 서울은행 본점 직원 중 임의표

본추출한 4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법으로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와 관련

된 요인을 조사, 분석하였다.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은행 본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여기에서

도출한 결과로 일반 성인 전체의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를 설명하기는 불충

분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도구로 사용된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은 행

위의 개별적인 변수들에서 문헌고찰을 통해 점수화 한 본 연구자가 개발한

것이며, 이것으로 개인의 총괄적인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를 설명할 수 있

는지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않았다. 하지만 문헌고찰을 통해 구강건강행위

의 중요도에 따라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를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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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했으며 이론적인 자료를 얻기 보다는 구강보건 교육 프로그램에서 실

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한 것에 연구의 촛점을 맞췄다.

또한 지식수준을 알기 위한 질문들은 미국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용한 것으로, 일반인에게 맞는 쉽고 대중적인 문항 만을 우리

나라의 논문에서 연구된 설문조사 내용을 참고로 채택한 것이었지만 신뢰

도를 구해 본 결과 신뢰성과 타당성이 그리 높진 않았다( Cronbach α계

수: 0.61). 이는 구강건강지식에 관한 나라의 차이와 연구대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까지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구강건강에 관

한 지식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구강

건강에 관한 지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의 부재

가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Abegg 등(2000)의 연구, 김은숙(2000)의 연구, 이호연(2000)의 연구 등

의 연구에서는 구강건강행위는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들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개인의 총괄

적인 구강건강행위수준이 아닌 칫솔질, 정기적 구강검진, 금연 등과 같은

개별적인 행위를 종속변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행위로 대상자의

총괄적인 행위수준을 평가할 수 없는 없는 제약점이 있었다. .

그리고 이태현 등(1997), 고 소영 등(1999), 이은숙 등(1999)의 구강보

건인식, 태도, 행동에 관한 연구들과 김종배 등(1992), 이영혜 등(2000),

백대일 등(1993)의 연구들에서와 같이 구강보건 실태에 관한 연구는 많았

지만 구강건강행위에 관련된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들은 거의 없었고  구

강건강행위에 관련된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어도 종속변수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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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단위가 본 연구와 다르므로 다른 연구와의 비교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개인의 전체적인 구강건강행위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

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을 위한 개별적인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

(칫솔질, 치실·치간칫솔의 사용, 구강보건용품사용, 구강건강을 위한

식이조절, 금연, 정기적인 치과 방문)를 점수화 해 모두 더한 자기구강

위생관리행위수준은 개인의 구강건강에 관한 신념과 태도,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수준과 관련이 있었고(p=0.0001) 일반적인 특성과 구강건강상

태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개인의 구강건강행위의 동기는 개인의 필요와 욕구로부터 시작될 수 있

고 이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환경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또한 개인의 동기는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습

관으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구강질환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는 개개인에게 구강위생관리행위에 관한 긍정적인 신념을 주어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예방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념은 행동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소영(1999)의 연구에서 구강질환 예방법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구

강질환 예방법별 실천자율이 높았다. 이는 구강질환 예방법에 관한 정확

한 지식이 구강질환 예방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구강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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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행동을 유발시킨다는 이론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Murray(1999)도 구

강건강행위는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수준과 태도와, Stewart 등(1997)의

연구에서도 인간의 행위는 그 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인간의 신념과 관계

가 있다고 했다.

 본 연구의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에 관한 개별적 행위의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 중 1일 평균 칫솔질 횟수는 2.92회로  대상자 대부

분 하루에 3회 칫솔질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

가, 결혼 유무별로는 기혼보다는 미혼이 칫솔질 횟수가 높아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기혼보다는 미혼이 구강위생관리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백대일(1993)의 연구에서 1.93회, 사업

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태현 등(1997)의 연구에서 2.8회, Abegg 등

(2000)의 연구에서 2회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연구대상자의 1회 평균 칫솔질 시간은 2.3분으로 치과의사협회에서 권장

하는 3분에 거의 근접해 있다. 그리고 대상자의 대부분은 칫솔질을 식후에

시행하고 있었고 점심식사 후가 실행률이 가장 높은 것을 보아서 근무 환

경이 구강위생관리에 쾌적한 환경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표 7과 같이 칫

솔질의 식전 실행률이 높은 것(식전 칫솔질 실행률이 하루 평균 1회)은 연

구대상자 중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직장인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

냐하면 설문 조사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대상자는 아침에 하는 칫솔질을

아침식사 전으로 표기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올바른 칫솔질 방법 실천률은 표 9에서와 같이 22.4%로 아직까지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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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대부분이 잘못된 방법으로 칫솔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학교와 대중매체에서 행해지는 칫솔질 교육이 옆으로, 위아래로 닦으

라고 잘못 행해지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유년기와 초등

학교 저학년에서 행해지는 교육프로그램의 하나인 노래와 그 모션에서도

알 수 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구강보건습관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된

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과 전문가에 의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구성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 불소의 효과를 정확히 알고 있는 대상자는 61.9%였고, 표9

에서와 같이 사용 치약의 불소 함유를 인식하고 있는 대상자는 40.4%,  사

용 치약의 불소 함유를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서 모르겠다고 대답한 대

상자는 45.9%로 불소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표 10, 표 11에서와 같이 칫솔을 제외한 구강보건용품의 사용 실태는 치

실 14%, 치간칫솔 9.9%, 전동칫솔 5.5%, 구강양치액 11.9%, 분무세척기

3.2%로 치실, 치간칫솔, 구강양치액 사용률이 10%내외로 높았다. 이는 서

울특별시 가정구강보건실태에 관한 이영혜 등(2000)의 연구에서의 치실 사

용률 1.8%, 치간칫솔 사용률 1.5%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치과의

사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김종배 등(1992)의 연구에서의 치실 사용률

17.19%, 치간칫솔 6.88%, 구강양치액 6.25%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연구대상

을 고려해보더라도 사용률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서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구강위생관리행위에도 변

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최근의 서울특별시 가정구강보건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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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보다 본 연구 대상의 구강보건용품 실천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직장 내의 의무실(치과)에서 행해지는 구강보건교육과

개인의 필요 시 쉽게 예방적 진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본 연구 대상자

의 환경적 특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Petersen(1989)의 연구에서는 치과위

생사를 활용하여 2년간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들의 구강건강

상태가 개선되었으며 사업장에서 칫솔질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의 구강

위생관리행위도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과 구강보건용품 사용의 관계에서 치실 사용은 교육수

준별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저한 차이로 높았고(p<0.05), 치간칫솔의

사용은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사용률이 높았고(p<0.05), 구강양치액

사용은 성별로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높았으며(p<0.01), 분무세척기의 사용

은 월 수입별로 수입이 많을수록(p<0.01), 결혼유무별로 기혼이 미혼보다

사용률이 높았다(p<0.05). 이는 치간칫솔이 치주질환이 있는 고연령층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고, 구강양치액은 구강위생관리에 관심이 많은 여성

들이 사용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무세척기는 제

품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상자의 월 수입별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그림2에서와 같이 구강건강을 위한 식이조절 실천률은 10%미만으로 매우

낮았고, 금연은 11.9%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천률이 높았고(p<0.05),

정기적 치과방문은 6.8%로 기혼이 미혼보다 높았다(p<0.05).

구강질환 예방의 출발점인 식이조절 실천률과 부속실로 치과를 두고 있는

대상자들의 정기적 치과 방문률이 낮은 것은 구강질환이 심각한 질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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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서 그만큼 소흘히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동

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구강건강증진에 대

한 개인의 관심도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 구강질환 예방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에 관한 최근의 실태와 관련된

요인의 분석은 개인의 구강건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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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개인의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은행 본점 직원과 서울 은행 본점 직원 중 임의

표본추출한 474명을 대상으로 2001년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19일간 설

문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개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신념,태도와 지식수준

이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2.  연구대상자의 개별적인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를 살펴보면 1일 평

균 칫솔질 횟수는 성별과 결혼 유무별로 관련이 있었고, 여자가 남

자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높았다. 대상자의 1일 평균 칫솔질 횟수

는 2.9회이었고, 1회 평균 칫솔질 시간은 2.3분이었으며 칫솔질 시

기는 점심식사 후 81.4% 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올

바른 칫솔질 방법 실천률은 22.4%였고 사용 치약의 불소 함유 인지

율은 40.4%였다.

3. 일반적 특성과 구강보건용품 사용의 관계에서 치실 사용은 교육수

준과, 치간칫솔의 사용은 연령과, 구강양치액의 사용은 성별과 분

무세척기의 사용은 월 수입 그리고 결혼유무와 관련이 있었고 연구

대상자의 치실 사용률은 14%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용률이 높았

고, 치간칫솔의 사용률은 9.9%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용이 높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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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구강양치액의 사용률은 11.9%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 분무

세척기의 사용률은 3.2%로 월 수입이 증가할수록 사용률이 높았다.

4. 연구대상자의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 중 식이조절 실천률은 10%미만

으로 낮았으며 그 중 가장 실천률이 높은 식이조절 행위는 야채·

과일 등의 섬유 식품 섭취가 9.7%, 설탕이 배합된 음식 조절 8.7%,

였다. 연구 대상자의 구강건강을 위한 금연 행위는 교육수준과 관

련이 있었고 실천률은 11.9%이었고, 정기적 치과 방문 실천률은

6.8%로 결혼 유무와 관련이 있었고 기혼이  미혼보다 높았다.

5. 결론적으로 연구대상자의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은 개인의 구강

건강에 대한 신념과 태도, 지식수준과 관련이 있었다.

위의 결과에서 보면 연구대상자의 구강위생관리행위 실천률이 일

반 성인이나 다른 근로자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

대상자의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 중 식이조절 실천률이 극히 낮았고

치과부속실이 있음에도 정기적인 구강검진 실천률이 낮은 것으로 보

아 앞으로의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

램은 개인의 동기, 즉 신념과 태도,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수준을 증

진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에 촛점을 두고 기획되어야 함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에 관한 표준화된 도구의 부재로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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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설문지)

인사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의 구강위생관리 행위에 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에 만 사용되며

구강건강관리 기초 교육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하의 시간을 할애 받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4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 및 건강증진학과

김 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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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       1) 남   2) 여

2. 연령       1) 20대   2) 30대   3) 40대   4)50대 이상   

3. 교육정도   1) 중졸 이하   2) 고졸   3) 대졸   4) 대학원졸

4. 월 수입    1) 100 만원 미만   2) 100-200 미만   3) 200-300 미만

4) 300-400 미만    5) 400 이상

5. 결혼 유무  1) 기 혼   2) 미 혼

다음은 현재의 구강위생관리행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하루에 칫솔질은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1) 1회   2) 2회   3) 3회   4) 4회   5) 5회 이상

2. 보통 언제 이를 닦습니까? 해당 항목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 아침식사 전   2) 아침식사 후   3) 점심식사 후   4) 저녁식사 후

5) 간식 후       6) 자기 전

3. 칫솔질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1) 윗니는 위-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위로 돌리면서

2) 위·아래로   3) 옆으로   4) 옆으로, 위·아래로 섞어서

4. 어떤 종류의 칫솔을 사용하십니까?

1) 약간 부드러운 모   2) 단단한 모   3)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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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칫솔질은 몇분 동안 하십니까?   1) 1분   2) 2분   3)  3분   4) 4분 이상

6. 귀하는 칫솔질할 때 구석구석 철저히 닦는 편이십니까?

1)아주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아주 그렇지 않다

7. 지금 사용하시는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8. 칫솔질 외에 치실이나 치간칫솔 등을 이용한 치아 사이의 청결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예’라고 하신 분 만 대답해 주십시오: 문항9 - 11)

9. 어떤 제품을 사용하십니까?

1) 치실   2) 치간칫솔   3) 기타(         )

10.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1) 1일1-2회  2) 1일3회 이상 3) 1주일에 1-2회 4) 기타(          )

11. 1회 소요되는 시간은? 1) 1분   2) 2분   3) 3분   4) 4분 이상

12. 칫솔,치실,치간칫솔 외에 구강위생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계신 다른 제품은?

1) 전동치솔   2) 구강양치액   3) 치간고무자극기   4) 분무세척기 5) 없다

13. 귀하의 구강위생관리를 위한 식이조절 방법은?

1) 설탕이 배합된 음식은 가급적 먹지 않는다.

2) 충분한 칼슘을 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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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채나 과일 등의 섬유식품을 충분히 섭취한다.

4) 비타민C 섭취를 충분히 한다.

    5) 별도의 식이조절을 하지 않는다.

14. 위에서 언급 한  구강위생관리 방법 외에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귀하의

 활동은?

1) 금연 2) 정기적 치과 방문 3) 식사 후 껌(sugarless, xylitol) 저작

4) 없다  5) 기타(       )

다음은 귀하의 구강위생관리행위에 관한 신념과 태도를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칫솔질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1) 아주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아주 그렇지 않다

2. (해당되시는 분 만 대답해 주십시오) 칫솔질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는?

1) 충치·잇몸질환 예방 2) 청결감 3) 입냄새 제거 4) 기타 (          )

3. (해당되시는 분 만 대답해 주십시오) 칫솔질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1)귀찮고 불편해서  2)시간이 없어서  3)안해도 불편감을 못느껴서  4)기타

4. 귀하는 치아와 구강을 건강하게 유지하길 원하십니까?

1) 아주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아주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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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음식물 씹는 기능   2) 발음 용이   3) 심미성   4) 원만한 대인관계

5) 기타 (         )

6. 귀하의 구강위생관리 방법에 관한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접하십니까?

1)신문 등 인쇄매체 2)TV 등 대중매체 3)의료기관(치과) 4)인터넷 5)기타

7. 귀하의 구강위생관리 방법에 관한 정보는 주로 누구에게서 얻습니까?

1) 치과의사   2) 치과위생사   3) 치과 관련 직업인   4) 가족 및 친지

    5) 친구 및 주위사람   6) 기타(     )

귀하의 구강위생관리 동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장기적으로 귀하의 구강건강 상태가 어떻게 되길 바라십니까?

   1) 건강한 치아 유지  2) 치아 미백  3) 입냄새 제거  4) 관심 없다  5) 기타

2. 귀하의 현재 구강상태 중 어떤 문제가 가장 개선되길 바라십니까?

1) 충치  2) 잇몸질환  3) 치아 미백  4) 입냄새 제거  5) 없다  7) 기 타

3. 하루에 얼마나 자주 이를 닦고 싶습니까?

1) 식사 후   2) 식사 및 간식 후   3) 이를 닦고 싶을 때 마다 수시로

4) 관심 없다 5)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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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가 치과를 방문하는 목적은 주로 무엇입니까?

1) 충치 및 잇몸질환 치료   2) 정기적 구강검진 3) 예방 및 심미적 목적

4) 방문한 적 없다   5) 기타

5. 현재의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기해 주십시오.

1) 매우 건강하다.

2) 아픈 치아가 없고 건강한 편이다.

3) 충치와 잇몸질환이 없다.

4) 치료를 받아야 할 치아가 있다.

5) 입 냄새가 나고 충치나 잇몸질환 때문에 빼야 할 치아가 있다.

6) 구강건강이 아주 안 좋다.

6. 1년 이내 과거의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구강건강이 양호했다.

2) 충치와 잇몸질환으로 인한 치료경험이 있다.

3) 충치나 잇몸질환으로 인한 치아를 뽑은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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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구강위생관리 지식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불소가 치아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충치 예방효과

2) 잇몸질환 예방효과

3) 치아 미백 효과

4) 입냄새 제거 효과

5) 모르겠다

2. 충치는 만성적, 감염성 질환이다.

    1) 아주 그렇다 2)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아주 그렇지 않다 5) 모르겠다

3. 프라그(치태:치면세균막)을 제거하는 것은 충치를 예방하는 것보다는

잇몸질환의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1) 아주 그렇다 2)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아주 그렇지 않다 5) 모르겠다

4. 설탕의 섭취량이 섭취횟수보다 충치를 유발하는 원인 요인으로 더 중요하다.

1) 아주 그렇다 2)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아주 그렇지 않다 5) 모르겠다.

5. 타액량(침)의 감소는 충치를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이다.

1) 아주 그렇다 2)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아주 그렇지 않다 5)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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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

1) 아주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아주 그렇지 않다

7. 치실이나 치간칫솔 사용법을 알고 있다.

    1) 아주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아주 그렇지 않다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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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related factors on self oral hygiene

behaviors of the adult population in the workplace

                                                     

Kim, Hye Kyong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lated factors to

self oral hygiene behaviors of the adult population in the workplace.

 This survey was performed by using a questionnaire method and a

convenience sample of 474 people. The sample was selected from

Kookmin Bank and Seoul Bank in Seoul, Korea. The data on self oral

hygiene behaviors, social demographic factors, belief/attitude and

knowledge about oral health, and conditions of dental health were

collected from 7 April 2001 to 19 April 2001. Questions about self

oral hygiene behaviors were focused on tooth-brushing, flo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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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mechanical cleaning procedures, diet control for oral health,

regular dental visits and  stop smoking for better oral health.

Data was analyzed using SAS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Analysis of Variance), chi-square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By mean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ly specific two

factors(belief/attitude and knowledge about oral health) were

related to the collective self oral hygiene behavior(p=0.0001).

2.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observed between tooth-brushing

frequency, sex and marital status. Tooth-brushing frequency

described in this study was 2.9 times per day and done for 2.3

minutes. Women brushed more regularly than men, singles more

than married people.

3.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observed between using dental

floss and educational status. Subjects who had high

educational status used dental floss more regularly than lower

educational status. Older people used proxabrush more

regularly than the young age. Subjects who used dental floss

regularly were 14% of the group studied and Subjects who used

proxabrush regularly were 9.9% of the group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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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were also observed between the use of interdental

brushing and the age difference.

4. Subjects who visit dental office regularly were 6.8% of the

group studied.  Regular dental visits were compared with

marital status(married people had more regular visits than

singles). And also subjects who did not smoke for better oral

health were 11.9% of the group studied.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non-smokers and their educational level.

In this study, diet control for oral health was done by the

small percentages(less than 10%) of the subjects.

  

    In conclusion, subjects were motivated by their own believes and

attitudes, correct informations about the etiology and prevention of

dental caries, and periodontitis were predisposing factors to making

informed decisions. Overall, oral health care providers should

consider these factors when developing oral health education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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