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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미취학 자녀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  행태와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의 련성

치아우식증은 하나의 원인으로만 발병하는 질병이 아니라, 환경, 식이, 생활

습 , 구강에 한 개인 인 지식  행동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다인자  질병이다.

특히 미취학 자녀들의 치아우식증은 부모의 구강건강에 한 지식, 행동과  

련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치아우식증의 발생을 이고 조기발견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기 해 유

아 구강검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등 국가 인 검진이 정기 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는 특정 연령에 해서만 시행되었고, 검진 시 검진 상 자녀와 

보호자의 설문 자료가 연계되지 않아 치아우식 련요인  개인 인 식습

이나 행태 이외에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 행태 요인과 자녀의 치아우식 경험 

간의 련성을 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의 

부모를 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과 행태, 인구 사회학

 특성,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와 자녀의 치아우식치료 경험과의 련성을 알

아 으로써 연구 상지역 미취학 자녀들의 치아우식을 개선하기 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15년 1월 15일에서 2월 13일까지 경기도 시흥시  9개의 어린이집에 재원 

인 자녀와 부모 총 400명을 상자로 임의 표출하여 부모 자가 보고 설문

조사를 시행하 다. 그  지난 1년간 치과 방문 경험이 있는 253명의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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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의 자녀를 분석 하 다. 설문 문항은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  행태와 

자녀의 치아우식경험 련 선행연구, 그리고 2012년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에

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일부 변경하여 자녀에 한 설문 17문항, 부모에 한 

설문 26문항으로 구성하 다.

미취학 자녀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과 구강건강 행태가 자녀의 치아우식 치

료 경험여부와 련이 있는지를  분석하 다.

SAS 9.2 version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 카이제곱 검정

(X2-test /Fisher�s exact test),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부모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부모의 체 구강건강 지식 수 은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과 유의한 

련성이 없었다.

3) 부모의 구강건강 행태  불소치약을 사용하는 부모는 불소치약을 사용

하지 않는 부모에 비해 자녀가 치아우식 치료를 경험할 오즈비가 3.83이

었고(95% CI: 1.38-10.64), 부모의 하루 칫솔질 횟수가 많은 경우 자녀의 

치아우식증 치료 경험은 었다. 한 부모의 하루 당분함유 간식섭취 

횟수가 0-1회인 집단에 비해 2회인 집단의 자녀가 치아우식 치료를 경험

할 오즈비가 2.52이었다(95% CI: 1.15-5.52).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과 인

구사회학  특성 변수를 보정한 후에는 하루 2회 간식섭취한 부모의 자

녀가 하루 0-1회 간식 섭취한 부모에 비해 치아우식증 치료를 경험할 오

즈비는 2.78이었다(95% CI: 1.21-6.39).

4)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  칫솔질 방법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녀가 

칫솔질 방법 교육 경험이 없는 자녀에 비해 치아우식 치료를 경험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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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비가 2.06이었고(95% CI: 1.13-3.79), 불소가 함유되지 않은 치약을 사

용하는 자녀에 비해 불소함유 치약을 사용하는 자녀가 치아우식을 경험

할 오즈비가 2.48이었다(95% CI: 1.18-5.21). 하루 0-1회 당분 함유 간식을 

섭취하는 자녀에 비해 하루 3회이상 당분 함유 간식을 섭취하는 자녀가 

치아우식 치료를 경험할 오즈비는 3.93이었다(95% CI: 1.73-8.95).

미취학 자녀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과 자녀의 치아우식증 치료 경험 간에는 

유의한 상 계가 없었으나, 부모의 구강건강 행태와 자녀의 치아우식증 치

료 경험 간에는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 부모의 하루 칫솔질 횟수가 증가

할수록 자녀의 치아우식증 치료 경험은 었으며, 부모가 당분이 함유된 간식

을 많이 섭취하면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경험이 많았다. 따라서 부모의 구강건

강 행태와 미취학 자녀의 치아우식증 간의 련성과 구강건강 개선 방안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어: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 부모의 구강건강 행태,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

자녀의 치아우식증 치료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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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필요성

치아우식증은 방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어린이 질환  하나로(Fejerskov,

2003) 구강 통증과 치아상실을 가져오는 첫 번째 원인이다(Kidd, 2000). 2013

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다빈도 질환 외래 주요통계에 따르면 치아

우식으로 인한 외래 건수가 8,737,469건으로 7 로 보고 되었으며(건강보험

리공단, 2014), 2012년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체 우리나라 만 5세 

아동의 유치 치아우식 경험률은 62.2%로 높은 수 이다(보건복지부, 2012).

2012년 우리나라 만 5세 아동 1인 평균 보유 치아우식경험유치수는 2.8개로 

1995년 5.74개 비 2003년 4.12개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보

건복지부, 2003), 캐나다 1.2개, 일본 1.5개, 국 1.7개, 미국 1.8개와 비교해 

볼 때 상 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2).

치아우식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 복잡하고 다인자

으로 발생한다. 치아우식 발생에 기여하는 험 요인은 크게 숙주(host), 미

생물(bacteria), 식이(diet), 시간(time)으로 나  수 있으며(Horowitz, 1998), 아

동의 치아우식 발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경제 인 상황, 교육

수 , 치아우식에 한 경험이 아동들의 치아우식과 련이 크다는 연구들이 

보고 된 바 있다.

Mattila et al.(2000)은 어머니의 사회경제  특성이 자녀의 구강질병 방행

태에 향을 미친다고 하 고, Chen(1986)은 어머니의 사회경제  특성과 건

강신념이 어린이의 가정에서의 구강환경 리 행태, 방목 의 치과 방문에 

향을 다고 보고하 으며, 어머니의 칫솔질 습 과 아동의 칫솔질 습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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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 성이 있다고 하 다. 최규범(2003)의 연구 역시 아동의 치아우식을 포

함한 구강보건에 어머니의 향이 크다고 하며 방  차원에서 어머니의 역

할을 강조하 다.

소득 수 과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 치료를 목 으로 병

원에 방문하는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기 인 건강 검진과 조기 검진으로 다

양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의 성공률 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구강건강

도 마찬가지이다.

보건복지부는 3년 주기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12년에는 6

월부터 만 5세(유치원), 8세( 등학교 3학년), 12세( 학교 1학년), 15세(고등학

교 1학년) 1만 9,721명을 상으로 유치우식 경험자율,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

강 행태  식이를 조사하 으나 만 5세 이외의 미취학 아동은 조사하지 않

았다. 한 검진 상 아동과 보호자의 설문 자료가 연계되지 않아 치아우식 

련요인에 해서 개인 인 식습 이나 행태 이외에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

행태 요인과 자녀의 치아우식경험 간의 련성을 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Chen(1986)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칫솔질 습 과 아동의 칫솔질 습  간

에 연 성이 있다고 하 고, 최규범(2003)의 연구 역시 아동의 치아우식을 포

함한 구강보건에 어머니의 향이 크다고 하며 방  차원에서 어머니의 역

할을 강조하 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의 구강건강의 습 이 아동의 의

지와 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구강보건에 한 태도나 

신념  행동, 나아가 부모의 사회 경제  요인이나 구강보건 행태로부터 많

은 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 다(공만석, 이홍수, 김수남, 199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미취학 자녀 보호자를 상으로 한  설

문을 통해 미취학 자녀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과 행태, 인구 사회학  특성,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가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경험과 련성이 있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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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하 다. 단, 이 연구에서는 치아우식을 비롯한 구강건강 검진 결과를 

조사하지 못하여 신 부모 자가 보고 치아우식 치료경험을 종속변수로 하

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 미취학 자녀들의 치아우식 경험률을 낮추기 

한 한 책 개발을 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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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

이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과 행태,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와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의 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미취학 자녀 부모의 일반  특성, 구강건강 지식  구강건강 행태를 

악 한다.

2) 미취학 자녀 부모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을 

분석한다.

3) 미취학 자녀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과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의 련  

성을 분석한다.

4) 미취학 자녀 부모의 구강건강 행태와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의 련

성을 분석한다.

5) 미취학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와 치아우식 치료 경험의 련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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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구강건강의 요성

구강건강이란 치아를 포함하는 구강악안면 조직에 질병이 없고 사회생활과 

정신건강이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다. 구강건강 리는 구강에 한 지

식과 태도, 실천으로 구강 건강 리의 능력과 태도를 유지하는 활동이다(Shin,

Paik and Hahn, 2001).

특히 유아기에 치아우식이 발생된 경우 발생 되지 않은 아동에 비해 구

치의 우식이 더 많다는 보고가 있다(Lee, 2007). 그러므로 유아의 구강 건강

리를 개선하는 것은 일생을 통해 건강한 구강상태로 증진하고 유지하는 데 

요하다. 그리고 치아우식증 방 사업은 성인보다 유아에서 효과가 월등

히 높고 성인의 구강건강 인식은 어린 아동기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유아 

구강건강은 평생 구강건강의 기 가 되는 단히 요한 분야이다(박향숙, 김

진수, 2007).

유아기에는 수유와 이유식 섭식 문제와 같은 고유한 특성이 있다. 유치는 

무기질 함량이 고, 유아기에는 구강 생 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아기에 발생하는 치아우식은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고 치수까지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며 치  체를 괴하기도 한다(이 희, 2007). 유아기 치아우식

증은 생후 6개월 무렵부터 시작되고 빠른 진행속도를 보이며 유아에게 상당

한 통증과 후유증이 수반된다(김정욱 등, 1999).

유치는 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양분을 섭취하는 소화기 으로 작,

발음, 심미 인 기능 외에 구치를 한 공간 확보와 정상 인 악골의 성장 

발육을 돕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건강한 유치의 보존은 매우 요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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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요한 유치의 상실원인  하나인 유치의 치아우식은 구치의 정상

인  맹출을 방해하고 아동의 성장발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김남

희, 김 덕, 김종배, 2004).

아동의 구강건강과 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조명선(2001)은 아동의 칫

솔질 빈도가 높을수록 치아우식 수가 었다고 하 고, 칫솔질 하는 방법과 

치아우식 발생과는 계가 있고, 칫솔사용 기간과 치아우식 발생과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칫솔을 오랫동안 사용할수록 치아우식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 다. 한 식습 과 치아우식 증가량 간에서 상 계

를 나타내는 요인에는 설탕 이외에 과일, 유제품(Dairy Product), 가공식품에

서 발견되는 포도당, 과당, 맥아당, 그리고 유당도 구강 미생물 발효에 쉽게 

이용될 수 있고, 과당과 포도당은 설탕만큼 구강 내의 수소이온농도지수를 떨

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설탕과 같이 치아우식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 바 있다(임순환, 2003). 한 이 시기에 유아는 에 열거한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하 다(김재곤 등, 2001).

2. 치아우식증

이러한 치아우식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은 1970년  반까지도 미

생물 검사와 우식활성 간의 연구가 부분이었다(Alaluusua et al., 1987). 하

지만 1980년  들어서면서 컴퓨터와 여러 통계 분석방법의 발달로 치아우식

험요인을 측하는 모형으로 1977년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학에서 구강

의 건강 리  습 형태와 사회경제  요인, 미생물 요인 등을 바탕으로 한 

치아우식증 발생 평가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Abernathy et al., 1997).

유치 우식은 유아가 설탕이나 설탕이 포함된 음료수를 섭취함으로써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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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Kim, 2011). 유아의 치아우식은 미숙아, 양불량상태, 소득층, 결손가

정, 낮은 교육수  가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인종이나 문화 차이에도 향

을 받는다(Nunn, 2009). 부모의 수입이 많을수록 치아우식 유병률이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다(Kim, 2005).

Sayegh et al.(2002)은 부모의 사회계 과 소득 수 이 자녀의 치아우식경험

도와 역비례 한다고 하 고, 생후 18개월 유아의 치아우식 군에서 부모의 학

력, 가정의 경제수 이 더 낮고 구강 생 리가 시행되는 비율이 더 낮음을 

보고하 다.

3.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 행태와 자녀의 치아우식

유아기 구강건강 리는 평생건강의 기본이 된다. 이때 유아는 부모(양

육자)로부터 양을 공 받고 건강 리 행태를 부모(양육자)에게 의존한다. 아

동의 구강 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해서는 아동과 함께 어머니

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Chen, 1996).

Bandura(1978)의 연구에서와 같이 아동의 행동은 부모의 지식수 보다는 

행동을 직  찰하고 본받음으로써 습 화 된다. 구강건강에 한 행태를 교

육하기 한 한 시기는 학령 기라고 보고되었다(Blinkhorn, 1981). 한 

유치열기가 안정되는 시기에 올바른 칫솔질 등 바람직한 구강 리 습 을 형

성하는 것은 배우 요하다(안 미 등, 2009).

부모의 가치 과 태도는 자녀의 건강 리의 질과 한 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지식은 유아가 올바른 건강행태를 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박향

숙 등, 2007).

부모가 치아우식 경험이 많을수록 자녀의 치아우식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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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으며(Ersin et al., 2007), 아동의 구강 건강을 해서 부모의 구강 리

도 철 히 하여야 한다고 하 다(이 희, 2007).

치아우식이 미취학 아동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당분을 함유한 우식

성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반면에 스스로 구강 리를 하게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데서 비롯되므로 구강건강 리에 있어서 양육자(보호자)는 매우 요

한 치에 있고 구강건강의 유지  증진에 가장 심 인 역할을 맡고 있다

(류경 등, 2004). Metz(1967)는 부모의 구강보건형태가 자녀의 구강보건에 

한 지식과 태도  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고, 구강보건행태가 올바

른 부모의 자녀에서 치아우식 경험률이 낮았다고 보고하 다(Okada et al.,

2002). 한 어머니의 건강신념과 자녀의 건강신념 간에 상 성이 있으며 어

머니의 사회경제 인 요인이 자녀 칫솔질 횟수나 치과의료 이용횟수에 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오윤배 등, 1994).

치아우식의 방법  가장 많이 실행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칫솔질과 치

아형성기의 충분한 양공   음료수의 불소화와 불화물의 불소도포, 정제

된 함수탄소 섭취횟수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그 에서 칫솔질은 가장 효

율 이고 가장 보편화된 치면 세균막 제거법이다. 부모의 칫솔질 횟수가 많을

수록 유아의 칫솔질 횟수도 많다는 것은 부모의 구강건강신념이 유아에게 실

제 인 행 가 됨을 뜻하기도 한다(오윤배 등, 1994). 따라서 아동에게 있어 

치아우식을 방할 수 있는 표 인 방법은 우식성 식품 간식의 섭취 횟수를 

이는 것과 칫솔질로 구강 리를 잘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친이 부친보다 더

욱 많은 시간 동안 유아와 하기 때문에, 부친보다 모친의 구강보건지식이 

자녀의 구강환경 리에 더욱 많은 향을 미친다고 하 다(이언 , 1994).

건강한 식이습 에 해 부모에게 교육하 더니 자녀의 유아기 치아우식 

방효과가 높았다고 한다(Ismail, 1998). 이 듯 이 시기의 유아는 아직 미

숙하여 스스로 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강건강 유지  증진을 해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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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역할이 필수 이다(강재경 등, 2009).

Lee(2007)의 연구를 보면 어린이들의 구강 방 행태를 생활화하기 해 

등학교에 구강보건 로그램 시행 시, 부모의 참여가 있었던 어린이 집단이 부

모의 참여가 없었던 어린이들보다 참여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구강상태도 유

의한 차이로 좋은 상태를 나타내었다.

한편 어머니의 구강보건 지식수 , 치과의사에 한 태도, 구강보건 행태는 

자녀의 건강신념과 상 이 있으며(공만석, 이홍수, 김수남, 1994), 아동의 방

 치과 방문 횟수와도 계가 있다고 보고되었고, 부모에 의한 아동의 구강

리와 아동의 구강 리 행태와의 계에서 부모가 아동의 구강 리를 잘 

해야 아동들도 구강 리를 잘 한다고 하 다(강 숙, 1999). 한 모친의 취업

여부와 교육수 , 구강건강에 한 신념이 아동의 치과의료기  이용과 련

이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 다(오윤배, 이홍수, 김수남, 1994).

이 연구에서는 치아우식증을 체하여 치아우식 치료경험을 종속변수로 하

는데, 치아우식 치료경험은 한 지역사회에서 부모의 리 특성이 자녀의 치

아우식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김선주(2010)의 연구에서 4-7세 어린이집 재

원 인 자녀의 부모로 하여  자기 기입식 설문을 작성하게 한 연구에서도 

종속변수로 활용된 바 있다. 설문을 부모의 일반  특성, 구강보건 행태, 구강

보건지식, 자녀의 일반 인 특성, 구강건강 리 행태, 부모의 자녀에 한 구

강보건 행태 등을 분석한 결과, 과거 자녀가 치과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지에 

해 5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고, 그  28.8%가 치아우식증 치료를 목

으로 방문하 다고 답하 다. 한 변수로 선정한 의 항목들은 치아우식 

유무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약 80%는 자녀의 

구강검사 결과를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이 연구는 체 표본 수

가 고, 제한된 지역의 어린이집을 상으로 한 자기 기입식 설문 조사라는 

한계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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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

불소에 한 지식 Multiple logistic analysis

치주질환에 한 지식

종속변수

부모의 구강건강 행태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
칫솔질 방법 교육 경험

하루 칫솔질 횟수

지난 1년간 치과 진료 여부
X2－test

구강 생용품 사용

불소함유 치약 사용

당분함유 간식섭취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

칫솔질 방법 교육 경험

하루 칫솔질 횟수

구강 생용품 사용

인구사회학  변수
불소함유 치약 사용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당분함유 간식섭취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본 연구는 경기도 시흥시 미취학 자녀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과 행태에 따

라 치과 방문의 경험이 있는 자녀의 치아우식증 치료 경험과의 련성을 

악하기 한 연구이다.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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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상

본 연구 상자는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9개 어린이집의 원생과 이들의 

학모로 이루어졌다. 조사 상 아동 수는 2세에서 9세까지 400명이었다. 「본 

연구 계획은 연세 학교 보건 학원 생명윤리심의 원회의 승인을 받았다(승

인 번호 : 2014-307)」.

자료 수집기간은 2015년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다. 설문지는 9개의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곳에서 교사들에게 작성 요령과 주의 

사항을 달하여 어린이집에 재원 인 자녀에게 가정통신문과 함께 각 가정

에 1부씩 배포하 으며 가정에서 부모가 연구 참여에 동의 여부를 결정 후,

부모  한명이 자녀에 한 사항과 부모의 한 사항을 각각 개별 자기기입 

방식으로 작성하게 하 다. 1주일 후에 9개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회수하

다. 연구 동의서는 연구 과정과 참여 차, 방법, 자료 보호  상되는 험 

여부가 설명된 동의서로 작성되었고, 부모에게 동의서를 배부하여 본 연구 참

여에 동의한 경우만을 연구 참여자로 하 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다. 이  무응답 변수가 많아 분석이 불가능

한 14부와 구강건강 지식과 행태에 한 불성실한 답으로 결측이 많아 분

석이 불가능한 29부, 총 43부를 제외하고  357명의 자녀  지난 1년간 치과

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53명의 자녀의 부모  1인을 상으로 하 다.

연구 상이 미취학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8-9세가 포함된 이유는 조사기간이 

2015년 1월임을 감안하여 3월에 등학교에 입학 정인 아동과 출생신고가 

늦게 된 자녀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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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선정  정의

미취학 자녀의 부모에게 배부한 설문지는  2012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본으로 하여 자녀에 한 질문 17문항, 부모에 한 질

문 26문항으로 구성하 다.

조사한 변수들을 보면 부모의 구강건강에 한 지식으로 불소와 치주질환

에 한 지식수 , 부모의 구강건강 행태로 칫솔질 방법 교육 경험 유무, 하

루 칫솔질 횟수, 지난 1년간 치과 진료 여부, 구강 생용품 사용 유무, 불소함

유 치약 사용 유무와 당분이 함유된 간식 하루 섭취 횟수를 파악하 다.

미취학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로는 칫솔질 방법 교육 경험, 하루 칫솔질 횟

수, 지난 1년간 정기구강검진여부, 구강 생용품 사용 유무, 불소함유 치약 사

용 유무와 당분이 함유된 간식 하루 섭취 횟수를 조사 하 다.

1) 독립변수

(1)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인 불소와 치주질환에 한 지식 

Lang(1989)이 개발한 불소와 치주질환에 한 지식 각 7개의 측정 항목을 

이용하 다. 최연희 등(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에 따라 불소에 한 7문

항, 치주에 한 문항 7문항, 총 14개의 문항으로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에 

하여 불소와 치주질환에 한 정답수가 총 7문항  5-7개, 3-4개, 0-2개인 경

우 각각 �상�, � �, �하�로 분류하 다. 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 지

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 불소와 치주질환을 모두 포함한 총 구강건강 

지식에 해서는 정답수가 총 14문항  8-14개, 5-7개, 0-4개인 수 에 따라 

각각  �상�, � �, �하� 3개의 집단으로 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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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의 구강건강 행태

부모의 구강건강 행태에 한 측정 항목은 최연희(1999), 이홍수(1996), 백

일(1994),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2) 등의 선행연구들을 보완하

여 설문지를 구성하 다. 부모의 구강건강 행태 변수는 칫솔질 방법 교육 경

험, 하루 칫솔질 횟수, 지난 1년간 치과 진료 여부, 구강 생용품 사용, 불소

함유 치약 사용, 당분함유간식 섭취로 나 어 조사하 다. 여기서 칫솔질 방

법 교육 경험은 �자신의 치아를 닦는 방법을 치과 병(의)원 또는 보건소로부

터 직  배운 이 있는지�의 경험을 뜻한다.

(3)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에 한 측정항목은 최 희(1998), 이홍수(1996), 백

일(1994),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2) 등의 선행연구들을 보완하

여 설문지를 구성하 다.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 변수는 칫솔질 방법 교육 경

험, 하루 칫솔질 횟수, 구강 생용품 사용, 불소함유 치약 사용, 당분 함유 간

식 섭취로 부모가 자녀에 한 사항을 찰 후 설문에 기록하게 하 다. 칫솔

질 방법 교육 경험은 �자녀가 치아를 닦는 방법을 치과병(의)원 또는 보건소

로부터 직  배운 이 있는지�의 경험을 뜻한다.

2) 종속변수

(1)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과 행태,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와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경험의 련성을 파악하기 해 부모가 응답한 자녀에 한 설문  자

녀가 지난 1년 동안 치과 치료를 받은 이 있는 자녀 �충치 치료(신경치

료포함)경험이 있다�에 표기한 경우를 말한다(2012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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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사회학  변수

(1) 인구학  요인, 사회경제  요인

부모의 나이, 교육수 , 직업, 성별, 월 소득, 학력이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과 련이 있는지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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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연구 상자는 미취학 자녀의 아버지 는 어머니이며, 상자가 응답한 미

취학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 유무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 다.

1) 미취학 자녀 부모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치아우식 치료 경험, 미취학

자녀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  행태 분포를 악하기 해 빈도와 백분

율(N, %)을 산출하 다.

2)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수 을 정답 수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부모

의 구강건강 지식수 에 따른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 유무를 카이

제곱 검정(X2-test/Fisher�s exact test)으로 분석하 다.

3) 미취학 자녀 부모의 칫솔질 교육 경험, 칫솔질 횟수, 지난 1년간 치과 진

료 여부, 구강 생용품 사용, 불소함유 치약 사용, 간식섭취 횟수를 포함

한 구강건강 행태와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 련성 그리고 인구사

회학  특성과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 련성 역시 카이제곱 검정 

(X²-test/Fisher�s exact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4) 모든 독립변수들과 미취학 자녀의 치아우식치료 경험의 련성을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 다. �표 10�의 경우 모형Ⅰ은 부

모의 총 구강건강 지식과 치아우식 치료 경험의 련성을, 모형 Ⅱ 는 

부모의 구강건강 행태와 치아우식증 치료 경험의 련성을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으로 산출하 다. 모형 Ⅱ의 부모의 구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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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의 경우 여러 구강행태 측정 항목 변수를 포함한 한 개 모형을 사

용하여 각 변수간의 향을 상호 보정 하 다. 모형 Ⅲ은 부모의 체 

구강건강 지식과 구강건강 행태, 모형 Ⅳ는 부모의 체 구강건강 지식,

구강건강 행태 그리고 인구 사회  특성을 포함하 다. 통계  유의수

은 0.05 미만으로 하 으며, 통계 로그램은 SAS 9.2 version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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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미취학 자녀 부모의 인구사회학  특성 

본 연구 참여 상자는 경기도 시흥지역의 미취학 자녀의 구강건강실태를 

악하기 한 설문 조사에 응답한 23-52세의 미취학 자녀의 부모 253명이다.

먼  부모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28명(11.07%), 어머니가 225명 (88.93%)으로 

어머니가 더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상자의 평균 연령은 37.39세(표

편차 4.73세)이고, 35세 미만이 54명(21.34%), 35-39세가 114명(42.06%), 40세 

이상이 85명(33.60%)으로 그  35-39세가 가장 많았다. 교육수 은 졸 이하

가 6명(2.37%), 고졸이 120명(47.43%), 졸 이상이 127명(50.20%)으로 고졸과 

졸 이상 학력자가 많았고, 직업은 사무직55명(27.74%), 생산직 28명(11.07%),

주부 99명(39.13%), 기타 71명(28.06%)으로 주부가 가장 많았다. 월 가구 소득

수 은 200만원 미만이 27명(10.67%), 200만원에서 399만원이 51명(20.16%),

400만원 이상이 175명(69.17%)으로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가구가 가장 많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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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N(%)

체 253 (100.00)

성별

남 28 (11.07)

여 225 (88.93)

연령

35세 미만 54 (21.34)

35-39세 114 (45.06)

40세 이상 85 (33.60)

교육수

졸이하 6 (2.37)

고졸 120 (47.43)

졸이상 127 (50.20)

직업

사무직 55 (21.74)

생산직 28 (11.07)

주부 99 (39.13)

기타 71 (28.06)

월 소득

200만원 미만 27 (10.67)

200-399 만원 51 (20.16)

400만원 이상 175 (69.17)

* 3 333333333333

표 1. 미취학 자녀 부모의 인구사회학  특성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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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과 방문 경험자  미취학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

미취학 자녀의 연령은 평균 6.10세(표 편차 1.39세) 으며, 체 253명 자녀 

 치아우식 치료를 경험한 자녀는 99명(39.13%)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자녀는 

154명(60.87%)으로 치아우식 치료를 경험하지 않은 자녀가 더 많았다. 미취학 

자녀의 치아우식증 치료 경험 분포를 <그림 2>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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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N (%)

치아우식 치료 경험

 99 (39.13)

아니오 154 (60.87)

체 253 (100.00)

표 2. 치과 방문 경험자  미취학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        N(%)

그림 2. 치과 방문 경험자  미취학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 ( 체: 2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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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취학 자녀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 

부모에게 질문한 불소와 치주질환에 한 항목의 정답 분포는 <표 3>에 제

시하 다. 불소 련 지식에서는 �불소는 입안의 세균수를 감소시킨다.�는 

문항의 정답자가 체 253명  155명(63.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답자는 

43명(17.62%)로 집계되었다. �모른다�고 응답한 부모의 수는 총 46명

(18.85%)으로 나타났다. 오답자가 가장 많은 문항은 �불소는 치아와 뼈에 

요한 양소이다�로 125명(53.42%)이 오답이었다. 25명(10.68%) 만이 정답자

고,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84명(35.90%)이었다.

치주질환 련 지식에서는 �치주질환이 심해지면 치아주변의 골 조직까지 

망가뜨린다�가 220명(88.00%)으로 가장 많은 정답률을 보 으며, 오답은 가장 

낮은 9명(3.6%)로 나타났다. �모른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가장 은 21명

(8.40%)으로 집계되었다. �치주질환은 약국에서 사먹는 잇몸 약으로 방된

다.�문항은 정답자가 22명(9.44%)으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모른

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50명(21.46%)이었다.



- 22 -

정답자 오답자 모른다

불 소

1. 불소는 치아외피층(법랑질)을 강하게 하여 충치에 잘 안 걸리게 한다(O) 153 (63.22) 30 (12.40) 59 (24.38)

2. 불소는 치태( 라그)가 치약에 붙어 있는 곳을 알려 다(X) 37 (15.48) 106 (44.35) 96 (40.17)

3. 불소는 치아를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X) 115 (47.72) 68 (28.22) 58 (24.07)

4. 불소는 치아의 색깔을 하얗게 만든다(X) 42 (17.65) 131 (55.04) 65 (27.31)

5.불소는 입안의 세균수를 감소시킨다(O) 155 (63.52) 43 (17.62) 46 (18.85)

6.불소는 치아와 에 요한 양소이다(O) 25 (10.68) 125 (53.42) 84 (35.90)

7.불소는 기상태 충치가 회복 되도록 돕는다(O) 42 (18.18) 115 (49.78) 74 (32.03)

치주질환

1.성인이 되어서  이를 빼게 되는 것은 잇몸병보다 충치 때문이다(X) 103 (41.87) 114 (46.34) 29 (11.79)

2.치주질환이 심해지면 치아주변의 골 조직까지 망가뜨린다(O) 220 (88.00) 9 (3.60) 21 (8.40)

3. 칫솔질과 치실사용은 충치 방 보다 잇몸병 방에 더 요하다(O) 149 (60.57) 45 (18.29) 52 (21.14)

4. 잇몸병의 원인은 치태( 라그) 때문이다(O) 169 (68.15) 30 (12.10) 49 (19.76)

5. 치주질환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X) 58 (25.00) 91 (39.22) 83 (35.78)

6. 치주질환은 약국에서 사먹는 잇몸 약으로 방된다(X) 22 (9.44) 161 (69.10) 50 (21.46)

7. 칫솔질 시 피가 나는 것은 치주질환의 기 증상이다(O) 194 (81.86) 15 (6.33) 28 (11.81)

표 3. 미취학 자녀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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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취학 자녀 부모의 구강건강 행태

미취학 자녀 부모의 구강건강 행태 분포는 <표 4>에 제시하 다.

칫솔질 방법 교육 경험이 있는 상자는 144명(57.37%)이고, 칫솔질 방법 교육 

경험이 없는 상자는 107명(42.63%)이었다. 칫솔질 횟수는 0-1번 사이가 7명

(2.78%), 2-3번 사이가 201명(79.76%)으로 가장 많았고, 4번 이상이 44명

(17.46%)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정기구강검진 경험이 있는 부모는 159

명(62.85%), 정기구강검진 경험이 없는 부모는 94명(37.15%) 다. 구강 생용

품 사용을 하는 부모를 보면, 184명(75.41%)이 사용을 한다고 응답을 하 고,

60명(24.59%)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 하 다. 불소함유 치약 사용 여부

에 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부모는 173명(84.80%), 사용하지 않는 부모는 31명

(15.20%)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당분 간식 섭취

의 횟수는 0-1회 183명(73.79%), 2회 46명(18.55%), 3회 이상은 19명(7.66%)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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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칫솔질 방법 교육 경험 

144 (57.37)

아니오 107 (42.63)

칫솔질 횟수 

0-1회 7 (2.78)

2-3회 201 (79.76)

4회 이상 44 (17.46)

지난 1년간 치과 진료 여부 

159 (62.85)

아니오 94 (37.15)

구강 생용품 사용 

한다 184 (75.41)

안한다 60 (24.59)

불소함유 치약사용 

한다 173 (84.80)

안한다 31 (15.20)

간식섭취 횟수 

0-1회 183 (73.79)

2회 46 (18.55)

3회 이상 19 (7.66)

표 4. 미취학 자녀 부모의 구강건강 행태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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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취학 자녀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에 따른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

미취학 자녀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에 따른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을 살

펴본 결과이다.

체 구강건강 지식을 보면, 정답수 8-14개로 지식이 �상�에 해당하는 부

모의 자녀에서 �치아우식 치료 경험이 없다�가 30명(78.95%)이고, �있다�

가 8명(21.05%)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구강 건강 지식 정답수 � �에 해당

하는  5-7개 인 경우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수가 

70명(51.47%)이고, �있다�고 응답한 수가 66명(48.53%)이었고, 구강 건강 지

식 �하�인 정답수 0-4개에서 자녀가 치아 우식 치료 경험이 없는 빈도는 26

명(63.41%)이고, 경험이 있는 빈도는 15명(36.59%)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구강

건강 지식이 상(8-14개)인 경우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불소와 치주질환을 포함한 체 구강건강 지식을 상, , 하 3개 수

에 따라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경험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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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미취학 자녀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에 따른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

N(%)

분류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

p-value없다 있다

N (%) N (%)

체 구강지식

상(정답수 8-14개) 30 (78.95) 8 (21.05) 0.008

(정답수 5-7개) 70 (51.47) 66 (48.53)

하(정답수 0-4개) 26 (63.41) 15 (36.59)

불소에 한 지식

상(정답수 5-7개) 14 (82.35) 3 (17.65) 0.070

(정답수 3-4개) 46 (62.16) 28 (37.84)

하(정답수 0-2개) 74 (54.41) 62 (45.59)

치주질환에 한 지식

상(정답수 5-7개) 34 (57.63) 25 (42.37) 0.797

(정답수 3-4개) 86 (59.72) 58 (40.28)

하(정답수 0-2개) 17 (65.38) 9 (34.62)



- 27 -

6. 미취학 자녀 부모의 구강건강 행태에 따른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

부모의 구강건강 행태에 따른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은<표 6>에 제시 

하 다. 부모의 불소함유 치약 사용에 따라서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을 

살펴보면, 불소함유 치약을 사용하는 부모 에 치아우식 치료 경험이 없는 

자녀는 99명(57.23%)이고, 치아 우식 치료 경험이 있는 자녀는 74명(42.77%)이

다. 반면 불소함유 치약 사용을 하지 않는 부모 에 치아우식 치료 경험이 

없는 자녀는 25명(80.65%)이고, 치아 우식 치료 경험이 있는 자녀는 6명

(19.35%)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불소 함유 치약사용 유무에 따른 자녀의 치아

우식 경험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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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미취학 자녀 부모의 구강건강 행태에 따른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 

N(%)

부모의 구강건강 행태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

p-value없다 있다

N (%) N (%)

칫솔질 방법 교육 경험

90 (62.50) 54 (37.50) 0.561

아니오 63 (58.88) 44 (41.12)

칫솔질 횟수

0-1회 2 (28.57) 5 (71.43) 0.176

2-3회 122 (60.70) 79 (39.30)

4회 이상 29 (65.91) 15 (34.09)

지난 1년간 치과 진료여부

101 (63.52) 58 (36.48) 0.262

아니오 53 (56.38) 41 (43.62)

구강 생용품 사용

한다 111 (60.33) 73 (39.67) 0.964

안한다 36 (60.00) 24 (40.00)

불소함유 치약사용

한다 99 (57.23) 74 (42.77) 0.010

안한다 25 (80.65) 6 19.35

간식섭취횟수

0-1회 119 (65.03) 64 (34.97) 0.162

2회 23 (50.00) 23 (50.00)

3회 이상 11 (57.89) 8 (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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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취학 자녀 부모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자녀의 치아

우식 치료 경험

부모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은 <표 7>에 

나타내었다. 자녀의 치과 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에 부모의 인구사회학  특성

에 따른 치아우식 치료 경험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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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미취학 자녀 부모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

N(%)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

p-value없다 있다

N (%) N (%)

체 154 (60.87) 99 (39.13)

성별

남 19 (67.86) 9 (32.14) 0.417

여 135 (60.00) 90 (40.00)

연령

35세 미만 31 (57.41) 23 (42.59) 0.834

35-39세 70 (61.40) 44 (38.60)

40세 이상 53 (62.35) 32 (37.65)

교육수

졸이하 3 (50.00) 3 (50.00) 0.066

고졸 65 (54.17) 55 (45.83)

졸이상 86 (67.72) 41 (32.28)

직업

사무직 38 (69.09) 17 (30.91) 0.475

생산직 15 (53.57) 13 (46.43)

주부 59 (59.60) 40 (40.40)

기타 42 (59.15) 29 (40.85)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4 (51.85) 13 (48.15) 0.439

200-399만원 34 (66.67) 17 (33.33)

400만원 이상 106 (60.57) 69 (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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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취학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         

미취학 자녀 부모의 구강건강 행태는 <표 8>에 제시되었다. 미취학 자녀의 

칫솔질 방법 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칫솔질 방법 교육 경험이 있는 자녀는 

142명(56.80%), 칫솔질 방법 교육 경험이 없는 자녀는 108명 (43.20%)으로 칫

솔질 방법 교육 경험이 있는 자녀가 더 많았다. 칫솔질 횟수는 하루 0-1회가 

25명(9.92%)이고, 2-3회 201명(79.76%)으로 가장 많았으며 4회 이상은 26명

(10.32%)으로 나타났다. 구강 생용품 사용 유무는 구강 생용품을 사용하는 

자녀는 131명(53.91%)이었고, 구강 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자녀는 112명

(46.09%)이었다. 불소함유 치약 사용 유무는 불소를 사용하고 있는 자녀는 165

명(75.00%)으로 불소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55명(25.00%)보다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섭취 횟수는 0-1회 125명(50.81%)이고, 2회 78명(31.71%), 3회 

이상은 43명(17.48%)으로 나타났다. 음료 섭취 횟수는 0-1회가 235명(96.31%)

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2회, 3회 이상은 각각 4명(1.64%), 5명

(2.0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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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칫솔질 방법 교육 경험 

142 (56.80)

아니오 108 (43.20)

칫솔질 횟수 

0-1회 25 (9.92)

2-3회 201 (79.76)

4회 이상 26 (10.32)

구강 생용품 사용 

한다 131 (53.91)

안한다 112 (46.09)

불소함유 치약사용 

한다 165 (75.00)

안한다 55 (25.00)

간식섭취횟수 

0-1회 125 (50.81)

2회 78 (31.71)

3회 이상 43 (17.48)

음료섭취횟수 

0-1회 235 (96.31)

2회 4 (1.64)

3회 이상 5 (2.05)

표 8. 미취학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                                 N(%)



- 33 -

9. 미취학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에 따른 치아우식 치료 경험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와 치아우식 치료 경험의 련성을 알아보고자 미취학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에 따른 치아우식 치료 경험의 련성을 분석하 다<표 

9>.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에 따른 치아우식 치료 경험 에 불소함유 치약을 

사용하는 자녀  치아우식 치료 경험이 없는 자녀는 90명(54.55%)이고, 치아 

우식 치료 경험이 있는 자녀는 75명(45.45%)이었다. 불소함유 치약 사용을 하

지 않는 자녀  치아우식 치료 경험이 없는 자녀수는 41명(74.55%)이고, 치아 

우식 치료 경험이 있는 자녀는 14명(25.45%)으로 나타났다. 불소함유 치약을 

사용하는 자녀가 치아 우식 치료 경험이 더 많았고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9).

당분 함유 간식 섭취를 살펴보면, 0-1회 섭취하는 자녀  치아우식 치료 

경험이 없는 자녀는 79명(63.20%)이고, 치아우식 치료 경험이 있는 자녀수는 

46명(36.80%)으로 나타났다. 당분 함유 간식 섭취를 2회 하는 자녀 에 치아

우식 치료 경험이 없는 자녀는 56명(71.79%)이고, 치아우식 치료 경험이 있는 

자녀는 22명(28.21%)으로 나타났다. 당분 함유 간식 섭취 3회 이상의 자녀  

치아우식 치료 경험이 없는 자녀는 15명(34.88%)이고 치아우식 치료 경험이 

있는 자녀는 28명(65.12%)으로 자녀의 당분 함유 간식 섭취 횟수가 3회 이상

인 경우 치아우식 치료 경험이 유의하게 많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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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미취학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에 따른 치아우식 치료 경험        N(%)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

p-value없다 있다

N (%) N (%)

칫솔질 방법 교육 경험

80 (56.34) 62 (43.66) 0.132

아니오 71 (65.74) 37 (34.26)

칫솔질 횟수

0-1회 16 (64.00) 9 (36.00) 0.571

2-3회 119 (59.20) 82 (40.80)

4회 이상 18 (69.23) 8 (30.77)

구강 생용품 사용

한다 77 (58.78) 54 (41.22) 0.554

안한다 70 (62.50) 42 (37.50)

불소함유 치약사용

한다 90 (54.55) 75 (45.45) 0.009

안한다 41 (74.55) 14 (25.45)

당분 함유 간식 섭취횟수

0-1회 79 (63.20) 46 (36.80) <0.001

2회 56 (71.79) 22 (28.21)

3회 이상 15 (34.88) 28 (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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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취학 자녀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  행태와 미취학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의 련성 

지 까지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과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수 , 구강건

강 행태, 인구사회학  요인 각각에 한 련성을 분석하 다. 이러한 독립변

수들의 상호작용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각의 독립변수들과 자녀의 치아우식 치

료 경험의 련성을 알아보기 해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표 10>.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은 부모의 불소와 치주질환을 포함한 체구강건강 

지식수 , 구강건강 행태, 사회인구  특성으로 구성하 다. 모형Ⅰ에서 부모

의 체 구강건강 지식수 은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과 통계 으로 유의

한 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모형 Ⅱ에서 부모의 구강건강 행태에서 불소치약

을 사용하는 부모는 불소치약을 사용하지 않는 부모에 비해 자녀가 치아우식 

치료를 경험할 오즈비가 3.83이었다(95% CI: 1.38-10.64). 모형 Ⅲ에서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을 모형 Ⅳ에서 부모의 인구사회학  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분석하 을 때에도 이러한 련성은 유의하게 남아 있었다. 한편, 부모의 하루 

칫솔질 횟수가 많으면 자녀의 치아우식증 치료 경험은 었으며, 역시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과 인구사회학  변수를 포함한 모형 Ⅲ, Ⅳ에서도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 변수를 포함한 모형 Ⅲ에서 부모의 하루 

당분 함유 간식섭취 횟수가 0-1회인 집단에 비해 2회인 집단의 자녀가 치아우

식 치료를 경험할 오즈비가 2.52 다(95% CI: 1.15-5.52). 부모의 구강건강 지

식과 인구사회학  특성 변수를 포함한 모형 Ⅳ에서 하루 2회 당분 함유간식

섭취한 부모의 자녀가 하루 0-1회 당분 함유 간식섭취한 부모의 자녀에 비해 

치아우식증 치료를 경험할 오즈비가 2.78이었다(95% CI: 1.2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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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미취학 자녀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  행태와 미취학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의 련성

모형Ι* 모형Ⅱ† 모형Ⅲ‡ 모형Ⅳ‡

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 

하(0-4) 1.00 1.00 1.00

(5-7) 1.63 0.80-3.35 2.03 0.82-5.03 1.74 0.68-4.46

상(8-14) 0.46 0.17-1.26 0.42 0.12-1.45 0.33 0.09-1.24

부모의 구강건강 행태

지난 1년간 치과진료여부

아니오 1.00 1.00 1.00

0.83 0.45-1.53 0.99 0.51-1.92 1.14 0.57-2.30

칫솔질방법 교육경험여부

아니오 1.00 1.00 1.00

0.95 0.52-1.73 0.80 0.41-1.56 0.62 0.30-1.27

불소치약 사용여부

아니오 1.00 1.00 1.00

3.83 1.38-10.64 4.77 1.50-15.19 4.51 1.40-14.58

칫솔질 횟수

0-1회 1.00 1.00 1.00

2-3회 0.08 0.01-0.90 0.07 0.01-0.84 0.04 0.003-0.76

4회이상 0.07 0.01-0.86 0.05 0.003-0.69 0.03 0.002-0.59

당분 함유 간식섭취횟수

0-1회 1.00 1.00 1.00

2회 2.01 0.97-4.16 2.52 1.15-5.52 2.78 1.21-6.39

3회 이상 0.98 0.27-3.58 0.87 0.20-3.76 0.93 0.21-4.06

부모의 인구사회  특성 

연령

35세 미만 1.00

35-39세 1.01 0.41-2.52

40세 이상 1.36 0.52-3.55

교육수

졸이하 1.00

고졸 1.49 0.11-19.50

졸이상 0.72 0.06-9.46

직업

사무직 1.00

생산직 1.70 0.46-6.26

주부 1.54 0.61-3.92

기타 2.02 0.78-5.25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0

200-399만원 0.29 0.06-1.35

400만원 이상 0.96 0.27-3.42

부모 성별

남 1.00

여 1.24 0.47-3.25

OR : odds ratio, 95% CI : 95% Confidence Interval, ModelⅣ: 부모 성별 보정
* N=215. † N=198. ‡ N=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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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취학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와 치아우식 치료 경험의 

련성

미취학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와 치아우식 치료 경험의 련성은 <표 11>에 

제시하 다. 칫솔질 방법 교육 경험이 있는 자녀가 칫솔질 방법 교육 경험이 

없는 자녀에 비해 치아우식 치료를 경험할 오즈비가 2.06이었다(95% CI:

1.13-3.79). 그리고 불소함유 치약을 사용하는 자녀가 불소가 함유되지 않은 치

약을 사용하는 자녀에 비해 치아우식 치료를 경험할 오즈비가 2.48이었고(95%

CI: 1.18-5.21), 당분 함유 간식 섭취를 하루 3회 이상 하는 자녀가 하루 0-1회 

당분 함유 간식섭취 하는 자녀에 비해 치아우식 치료를 경험할 오즈비가 3.93

이었다(95% CI: 1.7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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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

OR 95%CI

자녀의 칫솔질 방법 교육 경험

아니오 1.00

2.06 1.13-3.79

자녀의 칫솔질 횟수

0-1회 1.00

2-3회 1.17 0.41-3.31

4회 이상 0.64 0.16-2.56

자녀의 구강 생용품 사용

안한다 1.00

한다 1.11 0.61-2.02

자녀의 불소함유 치약사용

안한다 1.00

한다 2.48 1.18-5.21

자녀의 당분 함유 간식섭취횟수

0-1회 1.00

2회 0.81 0.40-1.63

3회 이상 3.93 1.73-8.95

OR : odds ratio, 95% CI : 95% Confidence Interval

표 11. 미취학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와 치아우식 치료 경험의 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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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9개 어린이집의 2세에서 9세까지 400명의 원생   

지난 1년간 치과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53명의 자녀와 그의  부모  1

인 을 상으로 하 다. 2015년 1월에 부모에게 설문조사를 자기기입 방식으

로 시행하여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 행태, 인구사회학  요인, 자녀의 구강건

강 행태를 조사하 다.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수 을 나타내는 불소와 치주질

환에 한 지식수 과 부모와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를 나타내는 칫솔질 방법 

교육 경험, 하루 칫솔질 횟수, 지난 1년간 치과 진료 여부, 구강 생용품 사용 

여부, 불소함유 치약 사용 여부, 그리고 당분 함유 간식 섭취횟수를 조사하

고, 인구사회학  요인에서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수 을 집단

별로 분류하여 치과 방문 경험자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과의 련성을 

분석하 다.

연구 결과 부모의 치주질환 련지식에 따른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80). 이는 선행연구에서 부모가 치주

질환에 한 지식이 높을수록 자녀가 치아우식증을 경험할 험은 감소하 다

는 최연희 등(199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소와 치주질환

을 포함한 체 구강건강 지식의 수 이 낮은 부모의 자녀가 치아우식 치료 

경험이 더 어 통계 으로 상반되게 유의하 다(p=0.01). 즉 불소에 한 지

식과 체 구강건강 지식에 한 정답수가 낮은 군에서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이 더 낮게 나타났다.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과 자녀의 치아우식에는 련

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는 연구와 다른 결과 다(김선주, 2010). 이는 자기기

입식 설문조사의 한계로서, 특히 부모로 하여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와 치아

우식 치료 경험을 답하게 하 다는 제한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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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민 등(1996)은 학교집단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한 한국 학부모의 인지

율은 37.79%라고 보고한 연구에서 불소에 한 지식수 은 �단지 우식 방 

효과가 있다�는 단편 인 지식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의 불소지식

수 에 따른 자녀의 구강건강 상태와의 련성을 분석해 본 결과 유의하게 나

타난 변수가 없었다고 하 다. 한 실천빈도에 한 부모의 응답이 다소 주

이어서 불소에 한 측정의 객 성 확보가 부족하 다고 하 는데, 이러

한 설문 응답의 주 성은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어려움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구강건강 행태  하나인 �불소함유 치약을 사용 한다�에 한 

설문에 �사용한다�라고 답한 경우의 자녀에서 치아우식 치료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나(p=0.05) 부모가 불소함유 치약을 사용하는 경우 자녀가 치아우식

경험 지수가 더 낮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이은경, 조갑숙, 2009).

선행 연구에서는 4-6세 미취학 자녀 186명을 상으로 하 는데, 본 연구는 

2-9세까지 미취학 자녀 253명을 상으로 하 다. 포천시 등학생의 경우 

같이 불소함유 치약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치아우식경험 지수가 학년에서는 

낮고 고학년에서 높게 나타난다고 하 다(김 남 등, 2011). 연구 상자 연령

이 선행 연구에 비해 더 많아 등학교에서의 불소 사용 등 외 가족 외부  

요인의 향도 배제할 수 없다.

부모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과의 련성을 

보기 해 부모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을 변수로 정하여 분석을 하

으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부모의 교육 수 이 높을수록 자녀의 치아

우식경험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와(Sayegh et al., 2002), 소득이 높을수록 자

녀의 치아우식 경험이 낮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았다(김연화, 2005).

Sayegh 등(2002) 과 김연화(2005)의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의 치아우식 경험

치를 치과에 내원한 자녀들을 상으로 치과의사가 검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 고, 본 연구에서는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부모가 자녀의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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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치료경험을 작성하게 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상자는 2

세에서 9세 아동으로 문서로 된 설문응답에 스스로 기입하기 어려운 연령으로 

부모가 리응답자로 설문에 응답하 다. 1세에서 5세의 아동의 삶의 질과 건

강과의 련성을 본 연구에서 리응답자와 자가 보고자 사이의 응답이 부분

으로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리응답자에 한 타당성이 선행

연구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Fekkes et al., 2000). 그러나 미숙아로 태어난 

미취학 아동의 삶의 질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부모는 자녀의 건강에 한 정

보를 제공하기에 가장 합한 리 응답자로 자녀의 구강건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heunissen et al., 2001).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와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과의 련성을 알아보기 

해 칫솔질 방법 교육 경험, 하루 칫솔질 횟수, 구강 생용품 사용 유무, 불

소함유 치약 사용 유무, 당분 함유 간식 섭취횟수를 변수로 정하여 분석하

다. 먼  미취학 자녀가 칫솔질 방법의 교육 경험 유무, 칫솔질 횟수와 자녀의 

치아우식치료경험은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이는 유치원 7세 아동 213명을 

상으로 조사하여 칫솔질 방법을 교육 받고 자발  수행능력이 유의하게 높아 

1일 칫솔질을 3회, 4회 수행하는 아동들이 치아우식경험도가 낮았다는 연구결

과와 차이가 있었다. 연구 상자의 연령이 7세 단 한 집단인  연구에 비해,

이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 2-9세 여러 집단을 상으로 하 다. 자발  수

행능력이 높지 않은 7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부모의 의지나 칫솔질 방법 교육

이 자녀의 치아우식 경험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윤희, 좌수경, 최성미,

2013). 그러나 미취학 자녀가 불소치약을 사용할수록 우식경험이 높은 상반된 

결과가 유의하게 나왔다(p=0.009).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최근 20년간 

치아우식증 발생의 감소는 불소치약의 범 한 사용을 그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Kalsbek et al., 1991). 그러나 치약에 한 농도의 불소가 함유 될 

경우에는 불소함유 치약의 사용이 치아우식증 방에 매우 효과 이나(Mell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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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ipa, 1983), 불소함유 치약의 불소화합물의 형태와 농도와 같은 변수들

이 칫솔질 후 타액 내 불소의 유효성(Availability)의 가장 요한 변수임을 제

시되었다(Afflitto et al., 1992). 이 외에도 치약 사용량, 칫솔질 하는 시간, 칫

솔질 방법 등이 불소의 유효성에 향을 다고 하 다(Duke, 1982). 한 불

소함유 치약의 효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치아우식 발생 정도를 변수로 사용

하는 연구는 치아우식 측정 시 객 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같은 치약을 사용하

여도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 다(권호근 등, 1996). 이 연구에

서는 불소함유 치약의 사용에 따른 치아우식 경험 유무만을 단하기 어렵다.

앞의 연구에서 언 한 치약 사용량, 칫솔질 하는 시간, 칫솔질 방법 등을 함께 

조사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제한 이다.

마지막으로 미취학 자녀의 간식섭취 횟수와 치아우식치료경험은 하루 당분 

함유 간식 섭취가 3회 이상인 경우 치아우식 치료경험이 유의하 다(p=<0.001).

선행 연구에서도 아동들의 높은 당 함유음식의 빈번한 섭취가 치아우식경험의 

향요인이라고 하 고(박지혜 등, 2009), 지난 1주일 동안 하루 평균 달거나 

치아에 끈 끈 하게 달라붙는 우식성 간식을 1번 이하 섭취하는 아동보다 4

번 이상 섭취하는 아동의 우식경험 구치면수가 유의하게 높았다(권경선,

2012).

결론 으로 부모의 불소와 치주질환을 포함한 부모의 체 구강건강 지식 

수 은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과 통계 으로 유의한 련성을 보이지 않

았다. 보호자들의 반 인 구강건강 지식과 실천 정도는 자녀에게 한 구

강 리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보호자들이 자녀의 치과 치료에 한 인

식과 심을 높이고, 정 인 태도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요하다(김명진 

등, 2000)는 연구에 주목할 만하다.

한편, 다변수 분석에서는 부모의 하루 칫솔질 횟수가 많으면 자녀의 치아우

식 치료 경험은 었으며, 부모의 하루 당분 함유 간식섭취 횟수가 0-1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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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비해 2회인 집단의 자녀가 치아우식증 치료를 경험할 오즈비가 2.52

이었고(95% CI: 1.15-5.52), 하루 2회 당분 함유 간식섭취한 부모의 자녀가 하

루 0-1회 당분 함유 간식섭취한 부모의 자녀에 비해 치아우식 치료를 경험할 

오즈비가 2.78이었다(95% CI: 1.21-6.39). 이는 부모에 의한 아동의 구강 리와 

아동의 구강 리 행 와의 계에서 부모가 아동의 구강 리를 잘 해야 아동

들도 구강 리를 잘 한다(강 숙, 1999)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본 연구에서는 Lang(1989)이 Glasrud(1988)와 Loupe(1983)의 연구에서 사  

측정을 통해 만들어진 설문문항을 수정 보완한 후 미국의 미시간주 등학교 

교사들에게 사용하 던 항목을 동일하게 용하여 지식수 을 측정하여서, 설

문문항의 난이도를 조정하지 못한 제한 이 있다. 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의 한계로서, 특히 부모로 하여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와 치아우식 치료 경

험을 답하게 하여 설문 응답이 주 이라는 도 이 연구의 제한 이다. 그

리고 자녀의 치아우식 발생 시  이 과 이후의 행태를 구별하여 조사하지 못

한 도 이 연구의 한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구강건강 지식과 행태에 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

나 구강건강 지식과 행태에 한 하고 정확한 문항은 정립되어 있지 않으

므로, 향후 다양한 지역과 집단의 미취학 아동의 부모와 자녀에 한 구강건

강식과 행태, 치아우식 치료 경험에 한 보다 정확한 설문개발과 구강검진병

행 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 에 연구 되지 않았던 경기도 시흥 지역의 만 5세 이외의 미

취학 자녀들의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과 행태,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에 따른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에 해 조사하여 구강건강 지식과 구강건강행동,

그 자녀의 치아우식경험과의 련성을 알아본 데에 의의가 있으며 추후 다양

한 연령의 미취학 자녀들의 부모와 그 자녀, 가정의 구강건강증진 교육 프로

그램 개발에 기 가 되는 연구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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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시흥시 일부 지역의 미취학 자녀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과 

행태,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 등이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과 련성이 있

는지 악하여 경기도 시흥시 미취학 자녀의 구강건강 유지  증진에 기여하

고자 하는 단면  연구이다.

그 결과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과 행태,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와 자녀의 치

아우식 치료 경험은 일부 련성이 있었다.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  치주질

환 련 지식에 따른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의 차이는 련성이 없었으

며, 부모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자녀의 치아우식 치료 경험과 련성이 

없었다. 그러나 부모의 구강건강 행태에서 부모의 칫솔질 횟수가 많고 당 함

유 간식섭취가 으면 자녀의 치아우식증 치료 경험이 었다.

부모의 체 인 지식과 불소함유 치약 사용 유무와 자녀의 구강건강 행태

인 칫솔질 방법 교육과 불소함유 치약에서는 오히려 �불소를 사용 한다�와 

�칫솔질 방법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군의 자녀의 치아 우

식 치료 경험이 더 높게 련성이 있었다. 단면연구의 한계로 본 연구로 인과

계를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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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경기도 일부 지역만 조사한 연구로 범 와 상자수가 선택

이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다. 기타 지역의 상자와의 

비교 연구를 제언한다.

2)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 행태와 미취학 자녀의 치아우식증 간의 련성과 

구강건강 개선 방안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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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ntal Health Knowledge of Pre-Schooler Parents,

Behaviors and Relations with their Pre-Schooler�s Dental

Caries Treatment

Eun Ju Ryu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HEALTH PROMOTION & EDUCATION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eejin Kimm, M.D., M.P.H., Ph.D.)

Dental caries is not a disease that occurs by a single cause but is known

to be a multifactorial disease that occurs from various reasons such as the

environment, food, daily life habits, personal knowledge of oral cavity,

behaviors, etc.

Especially for children whom are pre-schoolers, dental caries is being

reported in many researches that the disease has much relations with the

parent�s knowledge of oral health and their behaviors.

Periodic checkups such as pre-schooler�s dental screenings, surveys on

the actual conditions of oral health in Korean citizens have been practiced

in a national state point of view to decrease the occurrence of dental caries

and increase the treatment effects by early findings. However,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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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 were practiced only in a special age group and as surveying

materials did not have any ties with the children targeted for the

inspections and their guardians, relations with dental caries such as

personal eating habits or behaviors and knowledge of oral health of

parents and their behaviors, it has been an obstacle to realize the relations

there are between behavior patterns and children whom have faced dental

caries. Therefore, this research has the parents of the pre-schoolers targeted

for surveys to acknowledge their knowledge of oral health and behaviors,

sociology of population characteristics, behaviors regarding their children�s

oral health and relations with experience their children had when

diagnosed with dental caries to provide basic data that can improve the

pre-schooler�s dental caries at the targeted researching region.

From January 15, 2015 to February 13, a total of 400 parents of

pre-schoolers that attend 9 day care centers located in Siheung,

Gyeonggido were randomly chosen for the self-report survey while 253 of

these parents who had experiences in visiting a dentist during the last

year with their children were actually analyzed. Questions of the survey

used survey questions that were partly modified from the Korean citizen

oral health investigating surveys that were held in 2012 and previous

researches that regarded the oral health knowledge of parents and their

behaviors. 17 questions were related with their children while 26 questions

were related with the parent.

With the results, analysis was conducted whether the oral health

knowledge of parents of pre-schoolers and behaviors regarding oral health

had any relations in whether or not children received dental c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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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By using the SAS 9.2 version,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chi-square were (X2-test/Fisher�s exact test) used to verify

the results while the data went through multi-variate variable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

Research results were as below.

1) Dental caries experiences with the children in conformity with the

sociology of population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statistically.

2) The overall level of oral health knowledge in parents did not show

significant relations with the child�s experiences in dental caries treatment.

3) Regarding oral health behaviors and comparing parents that use

fluoride toothpaste and parents that do not use fluoride toothpaste, when

parents do not use fluoride toothpast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 had

3.83 odds ratio(95% CI: 1.38-10.64) chance in experiencing dental caries

while when the parents have high numbers of tooth brushing in a day,

their children had lower experiences of receiving dental caries treatment.

Also, compared to groups where parents ate contain sugar snacks 0 to 1

time a day to a group that ate contain sugar snacks which contain sugar

snacks 2 times a day, results showed that the parent group that ate

contain sugar snacks twice a day had 2.52 odds ratio(95% CI: 1.15-5.52)

that their children will experience dental caries treatment. After revising the

variables of the parent�s knowledge of oral health and sociology of

population characteristics, parents that ate 2 contain sugar snacks a day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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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odds ratio(95% CI: 1.21-6.39) that their children will experience dental

caries treatment compared to parents that ate snacks 0 to 1 time a day.

4) In regards of the children�s oral health behaviors, children that did

not receive education on tooth brushing methods had 2.06 odds ratio (95%

CI: 1.13-3.79) of experiencing dental caries treatment than children who

have received the education. Also, children that use fluorine toothpaste

showed 2.48 odds ratio(95% CI: 1.18-5.21) in experiencing dental caries

treatment than children that does not use fluorine toothpaste. Children that

eats more than 3 snacks a day showed to have 3.93 odds ratio(95% CI:

1.73-8.95) of experiencing dental caries treatment than children whom ate

snacks 0-1 time a day.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not founded between the oral health

knowledge of pre-schooler parents and their children experiencing dental

caries treatment but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ed between the oral

health behaviors of parents and their children experiencing dental caries

treatment. When the parents�s number of times in brushing their teeth

increases per day, their children�s experiences in dental caries treatment

would decrease while when the parents intake snacks that contain sugar, it

showed there would be increases in their children experiencing dental

caries treatment. Therefore, relations between the parent�s behaviors to

oral health and their children�s treatment of dental caries and ways to

improve oral health will need continuous researches in the future.

Keyword: Oral health knowledge of parents, oral health behaviors of

parents, oral health behaviors of children, experience in dental

caries treatment of childr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