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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구강보건행태 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 잇솔질 횟수와 잇솔질 시기를 분석

하여 개개인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자료 및 구강보건 인식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2007년 10월 22일에서 23일까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

로 무작위 표본추출로 선정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회 이상

잇솔 사용을 분석한 결과 성별인 경우 여자가, 연령은 20대, 교육 수준 별로 대학교 재학 이상, 직업은

화이트칼라(전문직), 가계 수입별로는 500만원이상, 체질당지수는 저체중, 흡연 여부에서는 비흡연이,

최근 2년간 건강검진 경험의 경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좋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식사 직후 잇솔 사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전

문직일수록, 평균 월 수입이 많을수록, 흡연 유무에서는 비흡연, 최근 2년간 건강검진 경험의 경우 경

험이 있는 사람이, 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좋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회 이상 잇솔

사용을 종속변수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이, 학력은 중졸이하에 비해 고

졸이, 직업은 학생에 비해 가정주부가,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을수록 잇솔 사용 횟수가 식후 3회일 경

향을 보였다. 식사 직후 잇솔 사용을 종속변수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력은 중졸이하에

비해 고졸, 대졸이, 직업은 학생에 비해 자영업과 가정주부가, 흡연자에 비해 비흡연자가, 건강검진 경

험자,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을수록 잇솔 사용 횟수가 식후 잇솔질의 경향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

를 볼 때 높은 교육수준이나, 건강에 대한 자기 신념이 높은 사람들은 구강 관리도 소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렇지 못한 그룹은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를 하여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일

깨워줘야 됨은 물론이며, 구강관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1. 서론

서구사회에서는 1960년대부터 삶의 질의 문제가 학문

적, 정책적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삶의 질

에 관한 연구들이 다방면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4].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부터 건강을 보호, 증

진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자신의 건강을 유지 증

진시키기 위하여 여러 행위를 하게 되는데, 각 개인에

따라 그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즉, 특정질환에 대한

증상이나 증후가 없을 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제

반행위나 혹은 증상이나 증후가 나타날 때 이를 질병

으로 간주하고 이를 치료하거나 회복하고자 하는 일련

의 행동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행동과학이나 사회심

리학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1].

건강의 정의는 과거의 신체적 질병이 없는 단순한 차

원에서 현재의 점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통합

된 단계로 다양화되어 오늘날 건강의 개념은 “질병에

이환되지 않고 정신작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없는 악

안면 구강조직기관의 상태”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구강

건강은 건강의 필수요소임이 분명하다. 이렇듯 건강의

개념이 구강건강을 포함한 의미로까지 확대, 정립되어

있는바, 구강건강과 건강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1]. 이러한 삶의 질에서 건

강은 행복의 한 조건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

러한 건강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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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7]. 구강 건강이란

상병에 이환되어 있지 않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정신작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치아와

악안면 구강조직기관의 상태라 정의할 수 있으며 저작

기능과 발음기능 및 심미 기능을 발휘하는 생활의 기

본요소이므로 구강상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구강보

건행태 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 잇솔질

횟수와 잇솔질 시기를 분석하여 개개인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자료 및 구강보건 인식 증진 프

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2007년 10월 22일에서 23일 사이 2일 동안에 대전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로 선정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숙달

된 전문 면접원이 국내 여론 조사업체인 한국갤럽의

표준조사 진행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1,013명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표본추출방법은 지역(구)별 인구수비례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

화조사로 이루었다.

2.2. 연구도구 및 분석
200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본틀로 활용, 개발

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

은 총 26문항으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8문항,

건강수준 3문항, 건강행태 15항목으로 이루어져 있

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직업, 결

혼여부, 평균 월수입 등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건

강수준은 스트레스 수준, 건강검진 경험, 주관적 건

강상태 등 3문항, 건강행태는 흡연유무, 음주 상태,

운동 행태 등 15문항, 잇솔질 행태 2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3. 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식후 잇솔 사용 시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식사직후 잇솔 사용(아침, 점

심, 저녁 식사 직후 3회 모두 잇솔 사용한 대상자만

포함)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 직업, 평균

월수입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

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학교 재학이상이 54.0%, 고

등학교 졸업 38.0%, 중학교 졸업 이하 23.3%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식사직후 잇솔 사용이 많았고

(p<0.01), 직업의 경우 화이트칼라(전문직) 55.2%,

학생 45.6% 순이었으며(p<0.01), 평균 월수입의 경

우 500만원 이상 47.2%, 400-499만원 39.5%,

300-399만원 41.0%, 순으로 식사직후 매번 잇솔 사

용을 하고 있었다(p<0.05). 성별의 경우 남자와 여자

각각 39.0%, 38.0%였고, 연령별로는 20대가 43.1%로

가장 많았고, 결혼상태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은 대

상자가 49%로 가장 많았으며, 체질당지수의 경우

저체중 40%, 정상 39.7%, 과체중 이상 33.0% 순으

로 식사직후 잇솔 사용자가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표 1).

변수 계
잇솔 사용 시기

식사직후1 기타2

성별

남자 497 (49.1) 194 (39.0) 303 (61.0)

여자 516 (50.9) 196 (38.0) 320 (62.0)

연령(세)

19-29 246 (24.3) 106 (43.1) 140 (56.9)

30-39 248 (24.5) 91 (36.7) 157 (63.3)

40-49 235 (23.2) 98 (41.7) 137 (58.3)

≧50 284 (28.0) 95 (33.5) 189 (66.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16.1) 38 (23.3) 125 (76.7)

고졸 303 (29.9) 115 (38.0) 188 (62.0)

대재 이상 547 (54.0) 237 (43.3) 310 (56.7)

직업**

자영업 98 (9.7) 24 (24.5) 74 (75.5)

블루칼라 146 (14.4) 48 (32.9) 98 (67.1)

화이트칼라 248 (24.5) 137 (55.2) 111 (44.8)

가정 주부 286 (28.2) 89 (31.1) 197 (68.9)

학생 103 (10.2) 47 (45.6) 56 (54.4)

무직 및 기타 132 (13.0) 45 (34.1) 87 (65.9)

결혼

유 717 (70.8) 269 (37.5) 448 (62.5)

무(미혼, 이혼/사별) 296 (29.2) 121 (40.9) 175 (59.1)

평균 월수입(만원)
*

≦199 197 (19.4) 57 (28.9) 140 (71.1)

200-299 186 (18.4) 69 (37.1) 117 (62.9)

300-399 178 (17.6) 73 (41.0) 105 (59.0)

400-499 129 (12.7) 51 (39.5) 78 (60.5)

≧500 193 (19.1) 91 (47.2) 102 (52.8)

모름/무응답 130 (12.8) 49 (37.7) 81 (62.3)

체질당지수(kg/m2)

>18.5 50 ( 5.0) 20 (40.0) 30 (60.0)

18.5-24.9 745 (75.1) 296 (39.7) 449 (60.3)

≧25.0 197 (19.9) 65 (33.0) 132 (67.0)

계 1,013 (100.0) 390 (38.5) 623 (61.5)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식후 잇솔 사용단위: 명(%)

3.2. 잇솔 사용 횟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잇솔 사용 횟수 즉, 아침, 점심, 저녁 3회 모두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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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 사용 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변수는

성, 학력, 직업, 주관적 건강상태 등으로 남성에 비

해 여성이, 학력은 중졸이하에 비해 고졸이, 직업은

학생에 비해 가정주부가,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을수

록 잇솔 사용 횟수가 식후 3회일 경향을 보인 결과

였다(표 2).

변수(기준) B S.E.
유의

확률
OR

OR의 95.0%

신뢰구간

하한 상한

성별 0.614 0.230 0.007 1.849 1.178 2.900

연령 (19-29세) 1.000

30-39세 -0.337 0.264 0.200 0.714 0.426 1.196

40-49세 0.043 0.290 0.881 1.044 0.591 1.844

≧50세 -0.063 0.307 0.837 0.939 0.514 1.714

학력 (중졸 이하) 0.097 1.000

고졸 0.520 0.244 0.033 1.682 1.043 2.715

대재 0.370 0.270 0.170 1.448 0.854 2.456

직업(학생) 1.000

자영업 -0.741 0.387 0.055 0.477 0.224 1.017

블루칼라 -0.486 0.362 0.180 0.615 0.303 1.251

화이트칼라 0.159 0.335 0.635 1.172 0.608 2.261

가정주부 -0.942 0.377 0.012 0.390 0.186 0.816

무직 및 기타 -0.559 0.340 0.100 0.572 0.294 1.113

결혼(무) 0.121 0.223 0.588 1.128 0.729 1.746

가계수입(≦199만원) 1.000

200-299만원 0.164 0.238 0.491 1.178 0.739 1.878

300-399만원 0.450 0.253 0.075 1.569 0.956 2.574

400-499만원 0.471 0.277 0.090 1.601 0.930 2.758

≧500만원 0.457 0.261 0.079 1.580 0.948 2.633

모름/무응답 0.097 0.270 0.719 1.102 0.649 1.870

비만도(저체중) 1.000

정상 -0.245 0.355 0.490 0.783 0.390 1.569

과체중 이상 -0.557 0.385 0.148 0.573 0.270 1.218

흡연(비흡연) 1.000

현재 흡연 -0.279 0.224 0.213 0.757 0.488 1.173

과거 흡연 -0.048 0.230 0.836 0.953 0.607 1.496

음주(음주경험 없음) 1.000

한잔이상 음주 0.177 0.239 0.459 1.194 0.747 1.909

과거 음주 -0.061 0.311 0.845 0.941 0.511 1.732

스트레스 1.000

대단히 많이 느낌 0.446 0.342 0.191 1.563 0.800 3.053

많이 느끼는 편 0.030 0.218 0.890 1.031 0.672 1.580

조금 느끼는 편 -0.193 0.188 0.305 0.824 0.570 1.192

건강검진 경험(아니오) 0.288 0.161 0.074 1.333 0.972 1.828

주관적 건강상태(나쁨) 1.000

좋음 0.829 0.223 0.000 2.290 1.478 3.547

보통 0.663 0.218 0.002 1.941 1.266 2.977

[표 2] 잇솔 사용 횟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3.3. 잇솔 사용 시기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잇솔 사용 시기 즉, 식사직후 잇솔 사용 유무를 종

속변수로 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변수는 학력, 직업, 흡연상

태, 건강검진경험, 주관적 건강상태 등으로 학력은

중졸이하에 비해 고졸, 대졸이, 직업은 학생에 비해

자영업과 가정주부가, 흡연자에 비해 비흡연자가, 건

강검진 경험자,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을수록 잇솔

사용 횟수가 식후 잇솔질의 경향을 보인 결과였다

(표 3).

[표 3] 잇솔 사용 시기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결과

변수(기준) B S.E.
유의

확률
OR

OR의 95.0%

신뢰구간

하한 상한

성별 -0.020 0.219 0.926 0.980 0.638 1.505

연령 (19-29세) 1.000

30-39세 -0.231 0.266 0.384 0.794 0.472 1.336

40-49세 0.043 0.290 0.881 1.044 0.591 1.845

≧50세 0.065 0.308 0.833 1.067 0.584 1.950

학력 (중졸 이하) 1.000

고졸 0.716 0.263 0.006 2.047 1.223 3.425

대재 0.628 0.287 0.029 1.874 1.067 3.291

직업(학생) 1.000

자영업 -0.893 0.388 0.021 0.409 0.191 0.876

블루칼라 -0.525 0.352 0.136 0.592 0.297 1.179

화이트칼라 0.195 0.309 0.529 1.215 0.663 2.228

가정주부 -0.849 0.361 0.019 0.428 0.211 0.868

무직 및 기타 -0.506 0.330 0.125 0.603 0.316 1.151

결혼(무) -0.154 0.229 0.499 0.857 0.548 1.341

가계수입(≦199만원) 1.000

200-299만원 -0.042 0.249 0.866 0.959 0.588 1.563

300-399만원 -0.073 0.260 0.780 0.930 0.559 1.547

400-499만원 -0.081 0.285 0.776 0.922 0.527 1.612

≧500만원 0.031 0.263 0.905 1.032 0.617 1.727

모름/무응답 -0.112 0.281 0.691 0.894 0.515 1.551

비만도(저체중) 1.000

정상 0.142 0.330 0.666 1.153 0.604 2.201

과체중 이상 -0.014 0.368 0.971 0.986 0.479 2.030

흡연(비흡연) 1.000

현재 흡연 -0.613 0.227 0.007 0.542 0.347 0.845

과거 흡연 -0.270 0.229 0.239 0.764 0.487 1.196

음주(음주경험 없음) 1.000

한잔이상 음주 0.355 0.255 0.163 1.427 0.866 2.349

과거 음주 0.210 0.325 0.517 1.234 0.653 2.333

스트레스 1.000

대단히 많이 느낌 0.307 0.328 0.349 1.360 0.715 2.586

많이 느끼는 편 -0.139 0.217 0.521 0.870 0.569 1.331

조금 느끼는 편 -0.244 0.188 0.195 0.784 0.542 1.133

건강검진 경험(아니오) 0.368 0.162 0.023 1.445 1.051 1.987

주관적 건강상태(나쁨) 1.000

좋음 0.469 0.231 0.042 1.598 1.017 2.511

보통 0.321 0.227 0.156 1.379 0.884 2.152

* adjusted R
2
= 0.209

4. 고찰

구강건강을 지키는 기본은 올바른 칫솔질임에도 불구하고

잠자기 전 칫솔질을 꼭 한다라는 사람은 63.2%에 불과하며

20대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칫솔질이 제대로 이뤄지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0]. 칫솔은 치면에 부착된 프라그

등의 부착된 프라그 등의 부착물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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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용품으로서[9] 칫솔질의 목적은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시키

고 구강 내를 상쾌하게 유지함으로써, 심미를 증진시키며 치

아우식증 및 치주병을 예방하는데 있으며, 칫솔질은 치아표

면과 치아인접면에 부착되어 있는 음식물 잔사 및 세균을 제

거하고, 치은을 맛사지하여 혈액공급의 증대와 치은상피의

각화를촉진시키는데있다[10].

잇솔 사용 횟수 수준별로 각각의 변수를 분석한 결과 성별

을 보면 잇솔 사용 횟수가 3회 이상이 여자가 60.5%로 남자

52.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존의 연구에서는 연령별 잇솔

질 평균 횟수는 2000년도와 2006년도 모두 20대부터 30대까

지는 증가하다가 40대 이후로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3], 특히 50대 이후에다른연령에비하여유의하

게횟수가 적어진결과는본연구와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구강관리 교육 즉 잇솔질 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나타나는 결과라 보며, 평균 잇

솔질 회수가 2.32±0.77, 2.48±0.87에서 교육 후 2.40±0.86,

2.83±1.02로 각각 높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으며, 잇솔질 시

간도 2.37±0.72, 2.33±0.74 분에서 2.58±0.61, 2.81±0.39 분으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6]. 40대에서 20대 순으로

구강 청결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5], 20대와 30대에 비하여 40대는 구강관리의 중요

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행동이 잘 변화하지 않는 연

령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연령이 증가하면

서 평소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40대 이상의 연령을 대

상으로 구강위생관리 교육을 할 때는 행동변화를 일

으킬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강화해야 한다. 선행연

구에서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잇솔질 횟수를 점검할

수 있는 ‘동기부여매체’를 등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3]. 건강행태 관

련 특성에 따라 3회 이상 칫솔 사용에 대하여 분석

한 결과 흡연유무, 음주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흡연 유무의 경우 비흡연자 60.2%, 과거 흡연

54.5%, 현재 흡연 47.6% 순으로 흡연을 하지 않는

대상자의 잇솔 사용이 더 많았다. 비흡연자에서

61.4%, 흡연자는 35.5%로 비흡연자가 높게 나온 것

과 일치하였다[7]. 또한 비흡연자일수록 잇솔질 실천

율이 높게 나 흡연 유무를 환자진료 기록부에 기재

하여 진료 시에 금연교육과 동시에 적극적인 구강보

건교육이 필요하다[7].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에는

좋음 61.1%, 보통 57.4%, 나쁨 40.5% 순으로 건강상

태가 좋을수록 3회 이상 잇솔 사용자가 많았다. 이

는 개인이 건강 유지 신념과 교육을 통한 결과로 사

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잇솔질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

이 불가하여 대상자들의 자가 응답에 의존하였기 때

문에 객관적 측정을 할 수 없었으며, 대전지역 주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로 하였기에 잇솔질 횟수와 시

기에 대한 상태를 대표하지 못하므로 타 지역까지

일반화 시킬 수 없다. 또한 전체적인 잇솔질 행태가

아닌 하루 평균 횟수 및 시기만을 분석하였다는 한

계를 가지며, 향후 잇솔질 횟수 및 시기뿐만 아니라

방법과 시간 그리고 그에 다른 구강위생상태 평가

등 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안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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