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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역 청소년의 칫솔질 교육경험에 따른 구강관리 행태
윤정원

이정화

요약

청소년기에 형성된 구강관리습관은 성인기의 구강건강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며 성인기
의 전신질환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청소년 명을 대상으로 칫
솔질 교육경험에 따른 구강관리 행태를 파악하여 청소년 구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자료는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하루 평균 칫솔질 횟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하루
평균 칫솔질을 번 하는 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칫솔질 교육경험에 관한 응답결과로 예
아니오
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칫솔질을 하는 주된 이유로 구강병을 예방하기 위해 칫
솔질을 시행한다
로 가장 높았다 칫솔질 교육경험에 따른 칫솔질 방법 개선에 대한 물음을 분
석한 결과 칫솔질 교육경험으로 칫솔질 방법이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올바
른 구강관리와 구강보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올바른 구강건강인식을 가지고 구강관리습관
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중 고등학생들의 구강보건교육이 더욱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구강건강행태 칫솔질 교육 경험 청소년 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oral health behavior according to brushing education of
471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Gyeong-Nam Province. Data were analyzed by Predictive Analysis
Software SPSS 22.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 The largest group (74.9%) brushed their
teeth more the two times a day on the average, 70.5% students received oral health education, and 25.9%
students didn't. In the major reason for toothbrushing, target group (54.4%) tried to do toothbrushing in the
right way to prevent dental disease.
The tooth brushing education had a great impact on those who took good oral health behavior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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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The right oral care and the oral-health education will need to be reinforced. The oral health
education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ll be needed further so that the oral care habit can be
settled with having right oral health recognition.
Keywords : Adolescent, Oral Health Behavior,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Education

서론

청소년기는 다양한 활동과 성장으로 인해 탄수화물과 당류의 섭취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우
식의 감수성이 증가하여 다발성 치아우식증에 노출되기 쉽고 치은염과 치주염이 발생하기 시작하
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건강위험 행동은 변화되기 어렵고 성인기의 만성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평생의 전신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특히 학교에서의 구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이다
본인의 구강상태를 스스로 책임지기 시작하는 시기로 청소년기에 형성된 구강관리습관은 성인기의
구강건강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세 의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로 이 중 중학생은
고등학생은 의 실천율을 나타냈다 초등학생과 비교했을
때 중 고등학생의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현저히 낮았고 구강보건교육 경험도 초등학생에
비해 정도 낮다고 보고된 바 있다
성인기에 발생된 대부분의 치주질환 및 치아우식증은 청소년기에 발생하여 축적되며 청소년기
의 잘못된 구강관리로 인해 세 이후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아발거의 대상이 되므로 건강한 구강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기의 구강관리가 중요하다 이 시기에 올바른 구강관
리습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신념
을 가져 건전한 구강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강질환은 치료
보다는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차 예방보다는 구강질환의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는
차 예방이 효과적이라고 보고된 바 있고 구강질환 치료 시 경비와 시간이 많이 발생하므로 무엇
보다 예방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
구강병 예방법으로 정기적인 검진 치면세균막관리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올바른 칫솔질 구
강보조용품사용 등이 있으며 특히 치면세균막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본적인 칫솔질을
추천하고 있다 적절한 칫솔질의 횟수와 방법 등에 관한 견해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대부분
규칙적인 칫솔질과 올바른 칫솔질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인에게 알맞은 칫솔질 방법
과 구강보조용품의 사용을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강보건교육의 목적은
구강병의 원인이 되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피교육자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동기 유
발시키고 구강질환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립시켜 올바른 구강보건행태를 습관화 시키는 것
이다
조등 의 연구에서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구강건강지식 및 구강건강행위가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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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고 문 등 의 연구에서도 구강보건교육 전과 후 구강
보건에 대한 인식도와 실천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민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지원은 초등학교에 편중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청소년의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지원과 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 구강건
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칫솔질이며 특히 치주병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칫솔질 교육의 중요성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칫솔
질 교육 경험과 구강관리 행태를 파악하여 구강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학교 구강검진 시 검진 뿐 만 아니라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경남지역 소재의 중 고등학생 명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이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부 중 설문내용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불
성실한 응답을 한 부를 제외하고 명의 응답 결과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지는 조 등 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자료 분석방법

자료는
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에서 검
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관리 행태 구강관리용품 사용실태는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고 칫솔질 교육여부에 따른 구강보건 실태는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과 같다 전체 명 중 남성 명 여성 명 이였으며 중
학교 명 고등학교 명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양호 명 보통 명 나쁨 명
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는 양호 명 보통 명 나쁨 명으로 나타났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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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Division
Gender
School record

Perception of self health status

Perception of self oral health status

n

%

Male
Female

174

36.9

297

63.1

Middle

232

49.3

High

239

50.7

Healthy

241

51.2

Average

168

35.7

Unhealthy

62

13.2

Healthy

176

37.4

Average

196

41.6

Unhealthy

99

21.0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행태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행태는 표 와 같다 칫솔질 방법은 위아래로
옆으로
회전법 순으로 나타났으며 칫솔질 소요시간은 분
분
분 순으로 나
타났다 일 칫솔질 횟수는 번
번
로 나타났으며 구강관리용품 사용유무 예
아니오
로 나타났다 칫솔 교체 시기는 개월
칫솔보관방법은 가족칫솔분
리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표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행태
Division
Tooth brushing method

Tooth brushing duration

Toothbrushing frequency(daily)

Use of auxiliary oral care products

646

n

%

Rolling Method

27

5.8

Up and Down

354

75.2

Right-Left

90

19.1

1 minute

133

28.2

3 minute

296

62.8

5 minute

42

8.9

2 times

353

74.9

3 times

118

25.1

Yes

230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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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thbrush replacement time

Keep a toothbrush

No

241

51.2

2~3 months

225

47.8

6 months

223

47.3

1 years

23

4.9

An airy place

122

25.9

A sunny place

25

5.3

All together

145

30.8

Individually

157

33.3

Etc

22

4.7

471

100.0

Total

연구대상자의 칫솔질 시기
연구대상자의 칫솔질 시기를 선택하는 복수응답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과 같다 전체
명중 명
이 아침식사 후 칫솔질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 저녁식사 후 명
잠자기전 명
점심식사 후 명
기상 후 명
간식섭취 후 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표 연구대상자의 칫솔질 시기
Division

n

%

After wake-up

80

7.3

After breakfast

386

35.1

Times of toothbrushing

After lunch

135

12.3

(Multiple responses)

After Snacking

6

0.5

After dinner

305

27.8

Before bed

187

17.0

1099

100.0

Total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용품사용 실태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용품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표 와 같다 구강양치액이 명
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혀세척기 명
치실 명
치간칫솔 명
물사출기 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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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용품사용 실태
Division

Use of oral care products
(Multiple responses)

n

%

Dental Floss

23

7.7

Interdental brush

6

2.0

Water pick

2

0.7

Tongue brush

58

19.4

Gargle solution

210

70.2

299

100.0

Total

연구대상자의 칫솔질을 하는 주된 이유
연구대상자의 칫솔질을 하는 주된 이유를 분석한 결과 표 와 같다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칫
솔질을 한다 명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입냄새 제거를 위해 한다
습관적으로
한다
로 나타났다 표
표 연구대상자의 칫솔질 이유
Division

n

%

Habit

81

17.2

Remove bad breath

107

22.7

Oral disease prevention

256

54.4

Aesthetics

27

5.7

435

100.0

Major reason for tooth brushing

Total

칫솔질 교육경험 유무와 교육 후 칫솔질 방법 변화
칫솔질 교육 경험 유무와 교육 후 칫솔질 방법 변화를 분석한 결과 표 과 같다 칫솔질 교육경
험에 관한 물음에 예
아니오
로 나타났으며 칫솔질 교육경험에 따른 칫솔질 방법
변화는 칫솔질 경험이 있는 명을 분석한 결과 있다
없다
나타났다 표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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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칫솔질 교육경험 유무와 교육 후 칫솔질 방법 변화
Division

n

%

Yes

332

70.5

No

139

29.5

Yes

300

90.4

No

32

9.6

332

100.0

Experience of tooth brushing educational

Change of tooth brushing method according to brushing education experience

Total

칫솔질 교육경험에 따른 구강관리용품사용
칫솔질 교육경험에 따른 구강관리용품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표 과 같다 칫솔질 교육을 받은
군에서 가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한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칫솔질 교육을 받지 않은 군에서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로 높게 나타났다 표
표 칫솔질 교육경험에 따른 구강관리용품사용
Use of auxiliary oral care products
Yes
No
n(%)

n(%)

Yes

184(55.4)

148(44.6)

No

46(33.1)

93(66.9)

Tooth brushing education

匪2

p

19.55

<.000***

고찰

건강한 구강은 질병에 이환되지 않고 허약하지 않으며 정신작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
는 치아와 악안면을 포함한 구강조직기관의 상태라 정의한다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
해서는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
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며 이 시기에 건강습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성
인기의 건강습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선행 연구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강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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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실시한 후 칫솔질 효과를 평가한 결과 구강위생상태가 호전 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칫솔질은 특히 치주병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치아우식증도 예방하는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칫솔질 교육 경험과 구강관리 행태를 파악하여 구강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을 분석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이 등 과 유 등 의 연구결과에서도 보통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
를 보였으며 구강보건 행태는 칫솔질 교육경험자와 비경험자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구강보건교육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구강건
강관심도가 향상되어 주관적인 구강건강 인식이 향상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대상자의 구강관리행태를 분석한 결과 가 칫솔질 교육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 등 은 구강보건교육 경험여부에서 성별에 따라 여학생이 명
남학생 명
이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칫솔질 교육 횟수와 방법
에 관한 항목은 질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어떠한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어 향후
연구에서는 교육 방법 및 횟수에 관한 문항이 포함 된다면 교육경험과 교육 횟수가 구강보건행태
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여부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칫솔질 시기를 분석한 결과 아침식사 후 명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저녁식사 후 명
잠자기 전 명
점심식사 후 명
기상 후 명
간식섭취 후 명
순으로 나타났다 조 등 의 연구에서 칫솔질 시기를 살펴본 결
과 본 연구와 유사하게 아침식사 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녁식사 후 잠자기 전 점심식사
후 아침식사 후 순으로 나타났다 칫솔질 시기는 대부분의 경우 아침 식사 후 칫솔질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점심 식사 후 칫솔질 비율과 간식 후 칫솔질을 하는 학생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
차후 구강보건교육 시 점심 식사 후 칫솔질과 간식 후 칫솔질 시기에 대한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
록 구강보건교육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점심식사 후 집단 칫솔질 교육을 시행하여
칫솔질 횟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칫솔질 교육 경험 유무와 교육 후 칫솔질 방법 변화를 분석한 결과 칫솔질 교육경험에 관한 물
음에 예
아니오
로 나타났고 칫솔질 교육경험 후 칫솔질 방법 변화는 있다
없다 로 나타났다 또한 칫솔질 교육경험에 따른 구강보조용품사용 실태는 칫솔질교육을 받
은 군에서 가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한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칫솔질 교육을 받지 않은 군에
서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로 높게 나타났다 노 등 의 연
구에서는 구강보건교육 유무와 구강보건행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조 등 의 연구결
과 일회성 칫솔질 교육만으로는 교육 후 주 이내에 구강위생상태가 칫솔질 교육 전 상태로 회
귀한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 칫솔질 교육 경험유무가 칫솔질 방법에 변화
가 있었다는 결과는 나타났지만 올바른 방법으로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 칫솔질 교육 프로그램
의 지속성 여부가 구강보건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 되며 일회성의 교육 보다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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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구강건강행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단면연구에 의한 결과로 관련 개념들 간의 인과 관계를 추론할 수 없
으며 일부지역에 한정된 조사로 전체의 결과라 보기 힘들다 또한 구강건강에 미친 다요인적인 배
경을 연구하지 못한 점 칫솔질 교육 경험 유무의 질문이 좀 더 세부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 등
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 보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기는 부모의 의존도가 높아 부모의 구강건강 관심도에 따라 구강건강이 좌우될 수 있지만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달리 본인 스스로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제대로 된 관리
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강건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정기적인 학교 구강검진 시 검진 뿐
만 아니라 구강보건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제고가 마련된다면 구강건강 증진 효
과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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