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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학교구강보건실 운  담임교사의 구강보건지식과 행태  구강보건실 련 태도를 

분석하여 구강보건실 발 에 기 자료로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의 방법은 울산 역시 울주군 지역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 하는 8개 등학교 담임교사 186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상 학교

별, 운 기간별 담임교사의 구강보건지식과 행태에서 항목별에 따른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체 으로 단기운 학교에서 구강보건지식과 행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상 학교별 담임교사

의 학교구강보건실 추천여부에서도 선행논문에 비해 추천률이 체 으로 높게 나타나 정 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 은 학생은 물론 교사들에게도 어느 정도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교사들의 올바른 인식 변화와 구강보건지식수 을 높여  구강보건교육과 선진국형 학교구강보

건실 운 사업의 확  운 을 해서는 학교구성원의 심  극 인 참여가 필요하며 제도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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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fundamental data for further developments of 

the school dental clinic program through evaluating oral health knowledge, status and attitude 

of school dental program subjected on teachers who had experienced the program.

The subjects were total 186 teachers from 8 elementary school in Ulsan metropolitan city area 

that had been operating school dental clinic program from 1999 to 2005. 

For the teachers by school and period of operation, the level of knowledge and behavior of 

oral health were no difference, however the recognition and behavior level in shorter operation 

group were higher, the level of recommend other school was higher than previous research. The 

efforts for further development school dental clinic program associated with advanced countries 

should be emphasized including the higher interests, more active participation and strengthened 

education. The systematic supports would be also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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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민생활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건강에 

한 다양한 욕구는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

건강 유지의 필수요소인 구강건강에 한 심도 증가

되고 있다. 구강건강은 작, 발음, 미용의 세 가지 기능

을 발휘하는 생활의 필수 인 요소로 치아우식증과 치

주병  구강암 등 구강병에 의하여 손상을 받는다. 이

들 구강병  치아우식증은 가장 빈발하는 만성질환으

로 우리나라 사람의 치아를 발거하게 되는 가장 큰 원

인질환이다. 치아발거는 치주조직병이나 부정교합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며, 인 치아나 합치아의 우식감

수성을 증가시키고, 복잡한 의치보철문제를 야기시킨

다. 한 작기능을 감소시켜 장장애를 유발하기도 

하며, 미용기능이 상실되고, 이러한 치아기능상실에 기

인한 생활장애 상을 래하기도 한다. 

2004년 우리나라 국민이 건강보험으로 여비를 가

장 많이 지출한 질병으로는 1 가 치수  치근단주

조직질환이었고, 2 가 본태성(원발성)고 압, 3 가 

성기 지염, 4 가 치아우식증이었다.

치수  치근단주 조직질환도 우식증이 심하게 진

되어 발생한 것으로 치아우식증이 심하게 진 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치아우식증으로 지출한 연간 건

강보험 여비는 1 와 4 를 합쳐서 8,596억원에 이르

고 있다[1]. 그러므로, 치아우식증은 남녀노소가 겪고 

있는 국민질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치아우식증과 치주

병의 효율 인 리 없이는 증하는 국민의료비의 감

소를 일 수는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들에 한 

구강건강 리의 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치아우식증은 등학교 연령층에서 호발하는 범발성 

질환이며 만성의 진  질환으로서 방과 조기치료

가 가능한 질환이다. 치주병은 등학교 고학년 연령층

부터 발생되기 시작되어 일생동안 진되기 때문에 

등학생들에게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주기 , 지속

으로 리하기 하여, 가장 효율 인 방법으로 두된 

것이 계속구강건강 리(Incremental dental health care 

system)이다. 학동들을 상으로 학교 내에 치과진료

실을 설비하여 계속 으로 아동들을 소환하여 기본

인 구강병을 방하고 조기치료하는 방법을 학교구강

보건실 운 사업(School dental clinic program)이라 한

다[2].

학교구강보건 에서 등학교 학교구강보건은 체 

구강보건분야 에서 핵심 인 분야이다. 등학교 시

은 유치가 구치로 교환되는 시기로서 일생의 구강

건강기반이 조성되는 시기이다. 등학교 시기부터 일

평생 건강해야 할 구치에 치아우식증이 발생하고 있

으며, 장년기 이후 치아발거의 원인이 되는 치주병의 

기단계인 치은염이 등학교 고학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3]. 

등학교에서 학교 아동들을 상으로 일정한 주기

에 따라 계속 으로 포 인 구강진료를 제공하는 계

속구강건강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해서는 학교구강

보건실의 설치가 필수 이다[4]. 

이에 보건복지부는 등학교 아동들의 구강건강증진

을 하여 1999년에 국고지원으로 국 15개 등학교

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계속구강건강 리사업을 국

가사업으로 개발하기 시작하 으며, 그 이후 해마다 

차 확 되어 2007년에는 312개 등학교에 구강보건실

을 설치하고 장애인 교육시설인 특수학교 37개교에 구

강보건실을 설치하여 계속구강건강 리사업을 시행하

고 있다[5]. 

지 까지 등학교 양호교사들이나 학  담임교사들

의 구강보건에 한 인식정도를 조사한 논문들로서는 

Boyer[6]와 Kenny[7]는 학생들의 구강보건교육에 있어

서 학교와 학 담임교사의 역할의 요성을 강조하

으며, Lang[8][9]과 Loupe와 Frazier[10] 등은 직교사

들의 구강보건 인식에 하여 보고한 바 있으며, 그 외 

Chile 등[11], Bouchard 등[12]의 연구가 있으며,
 국내 

연구로는 1990년 윤 등[13]이 부산 역시 등양호교사

들의 구강보건 인식도를 조사한 바 있으며, 1990년 최

[14]는 서울특별시, 1993년 송 등[15]은 구  경상북

도 그리고 1994년 이 등[16]이 주시 등학교 양호교

사들의 구강보건인식도를 조사 보고한 바 있으며, 이 

등[17]은 구 역시  경상북도 등학교 양호교사들

의 구강보건인식도 변화에 한 비교 조사한 바 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 사업은 선진국형 구강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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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등학교 ․고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상주하는 구강보건담당 인력이 아동들을 계속 으로 

소환하여 구강병 방진료와 필요한 기치료를 조기

에 공 함으로써 구강질환 진료비를 감하면서도 아

동의 구강건강수 을 효과 이고도 효율 으로 유지․

증진시켜 일생동안 구강건강을 리하는 데 필요한 지

식과 태도  행동을 변화시켜 일생동안 구강건강을 

히 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계속  노력과정

이다[18].   

학교구강보건실 운 사업의 성공과 발 은 련 당

사자들의 조가 필수 이다.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수혜아동은 물론, 담임교사가 극 으로 

참여하고 조해야 하며, 학부모들의 후원과 지지가 

요한 요건이 된다.

특히 등학교 학령기에는 담임교사의 구강보건지식

이 학생들에게도 많은 향을 미치게 되므로 학교구강

보건실 운 기간에 따른 담임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과 

행태  련 태도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울산 역시 울주군 지역의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 하고 있는 8개 등학교의 운 기간

에 따른 학교별 담임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과 행태  

학교구강보건실에 한 추천여부 등을 분석하여 학교

구강보건실운  사업이 확  발 할 수 있는 기 자료

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울산 역시 울주군의 온산 등학교, 화

등학교, 남 등학교, 범서 등학교, 온남 등학교, 

청량 등학교, 온양 등학교, 언양 등학교의 담임선생

님을 설문 상으로 선정하 다. 울산 역시 울주군보

건소의 조를 얻어 2009년 5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담임교사 211명을 상으로 설문조사하 으며, 불성실

한 설문25부를 제외한 186부를 최종 분석하 다. 

2.2 연구방법
설문 내용은 기존 연구들[19-21]의 설문 문항들과 연

구자가 자체 으로 추가 개발한 문항을 2명의 구강보

건 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일부 수정하 고, 치아홈메

우기 인지여부, 치아홈메우기 효과 인지여부, 불소인지

여부, 불소효과 인지여부, 구강건강상태, 잇솔질 방법 

인지 여부,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 일일잇솔질 횟수, 

연간치과방문횟수, 타교추천 등으로 구성하 다. 

 

2.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 (ver 13.0)를 이용하여 조사 상자

의 일반  사항에 한 빈도와 백분율은 빈도분석을 실

시하 고, 학교구강보건실 운  학교별 담임교사의 구

강보건지식과 행태  학교구강보건실 련 태도 등에 

해 카이제곱검정법(chi-square test)으로 분석하 다. 

Ⅲ. 연구성적

3.1 조사대상 학교별 담임교사의 수
조사 상 학교별 설문에 응답한 담임교사의 수는 다

음과 같았다.

표 1. 조사대상 학교별 담임교사의 수
학교 담임교사의 수

남 여
온산초등**** 2(14.3) 12(85.7)
영화초등**** 3(20.0) 12(80.8)
중남초등**** 2(18.2) 9(81.8)
범서초등**** 3(10.7) 25(89.3)
온남초등*** 6(17.1) 29(82.9)
청량초등** 4(23.5) 13(76.5)
온양초등* 5(16.1) 26(83.9)
언양초등* 7(20.0) 28(80.0)
합 계  32(17.2) 154(82.8)

* 1999년부터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운영
** 2000년부터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운영
*** 2004년부터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운영
**** 2005년부터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운영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운영학교 담임교사의 구강보건인지도 및 지지도 조사 247

표 2. 조사대상 학교별 담임교사의 구강보건인지도
No(%)

항목 구분 온산 등 화 등 남 등 범서 등 온남 등 청량 등 온양 등 언양 등 p-value*

치아홈메우
기 인지

있다 13(92.9) 15(100.0) 11(100.0) 27(96.4) 30(88.2) 16(94.1) 18(58.1) 26(76.5) 0.000없다 1(7.1) - - 1(3.6) 4(11.8) 1(5.9) 13(41.9) 8(23.5)

치아홈메우
기 효과 
인지여부

충치예방 13(92.9) 14(93.3) 11(100.0) 27(96.4) 30(88.2) 17(100.0) 28(90.3) 33(94.3)

0.520
잇몸병예방 - - - 1(3.6) 1(2.9) - 3(9.7) -
치아 미백 - - - - - - - -
입냄새제거 - - - - - - - 1(2.9)
모르겠다 1(1.7) 1(6.7) - - 3(8.8) - - 1(2.9)

불소인지 인지 11(78.6) 15(100.0) 10(90.9) 28(100.0) 30(85.7) 16(94.1) 30(96.8) 31(88.6) 0.157불인지 3(21.4) - 1(9.1) - 5(14.3) 1(5.9) 1(3.2) 4(11.4)

불소효과 
인지 여부

충치예방 13(92.9) 13(86.7) 10(90.9) 28(100.0) 30(85.7) 16(94.1) 29(93.5) 31(88.6)
잇몸병예방 1(7.1) 1(6.7) - - 2(5.7) 1(5.9) 2(6.5) 1(2.9)
치아 미백 - - - - 2(5.7) - - 1(2.9)

0.492입냄새 제거효과 - 1(6.7) - - - - - -
잘 모름 - 1(9.1) 1(2.9) - - 2(5.7)

*** p<0.001

표 3. 조사대상 학교별 담임교사의 학교구강보건실 진료동의 여부
No(%)

항목 구분 온산 등 화 등 남 등 범서 등 온남 등 청량 등 온양 등 언양 등 p-value*

학교구강보건실 
진료 동의 여부

아주 잘한 일 13(92.9) 11(73.3) 10(90.9) 20(71.4) 28(80.8) 13(76.5) 21(67.7) 26(74.3)
0.777잘한 일 1() 4(26.7) 1(9.1) 8(28.6) 7(20.2) (23.5) 10(32.3) 8(22.9)

잘못된 일 - - - - - - - 1(2.9)

3.2 조사대상 학교별 담임교사의 구강보건인지도
조사 상 학교별 담임교사의 구강보건인지도를 분석

한 결과 치아홈메우기 인지여부에서는 화 등, 남

등에서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하

고, 치아홈메우기효과 인지여부에서는 남 등, 청

량 등에서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불소 인지여부에서는 화 등, 범서 등에서 100%

로 나타났고, 불소효과 인지여부에서는 충치 방효과

가 있는 것에 범서 등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3.3 조사대상 학교별 담임교사의 학교구강보건실 
진료동의 여부

조사 상 학교별 담임교사의 학교구강보건실에서의 

진료동의 여부에서는 아주 잘한 일에 온산 등 92.9%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잘된 일에 화 등 26.7%, 잘

못된 일에 언양 등 2.9%로 나타났다.

3.4 조사대상 학교별 담임교사의 구강보건지식과 
행태

조사 상 학교별 담임교사의 구강보건지식과 행태에

서 본인의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가 화 등 33.3%, 범서 등 25.4%, 청량 등 23.5%로 

순으로 나타났고, 잇솔질 방법은  아래로 닦는다가 

남 등 100%, 언양 등 91.4%, 화 등 80.0% 순으

로 나타났으며,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에서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가 화 등 66.7%, 언양 등 65.7%, 

범서 등 60.7% 순으로 나타났다.

잇솔질을 하는 이유에서는 충치 방이라고 답한 경

우가 화, 남, 청량 등에서 각각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온남 등 97.1%, 온산, 범서 등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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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온산 등 화 등 남 등 범서 등 온남 등 청량 등 온양 등 언양 등 p-value*

구강상태
건강함 2(14.3) 5(33.3) 1(9.1) 7(25.0) 4(11.4) 4(23.5) 4(12.9) 3(8.6)

0.195보통 7(50.0) 7(46.7) 9(81.8) 14(50.0) 16(45.7) 12(70.6) 18(58.1) 21(60.0)
건강하지 못함 5(35.7) 3(20.0) 1(9.1) 7(25.0) 15(42.9) 1(5.9) 9(29.0) 11(31.4)

잇솔질 방법
옆으로 1(7.1) - - 4(14.3) 2(5.7) - 5(16.1) 2(5.7)

0.180위,아래로 10(71.4) 12(80.0) 11(100.0) 20(71.4) 25(71.4) 14(82.4) 20(64.5) 32(91.4)
둥글게 3(21.4) 3(20.0) - 4(14.3) 8(22.9) 3(17.6) 6(19.4) 1(2.9)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

있다 4(28.6) 10(66.7) 5(45.5) 17(60.7) 18(51.4) 14(82.4) 11(36.7) 23(65.7) 0.020없다 10(71.4) 5(33.3) 6(54.5) 11(39.3) 17(48.6) 3(17.6) 19(63.3) 12(34.3)

잇솔질 이유 충치 예방 13(92.9) 15(100.0) 11(100.0) 26(92.9) 33(97.1) 17(100.0) 29(93.5) 24(68.6) 0.000입냄새 방지 1(7.1) - - 2(7.1) 1(2.9) - 2(6.5) 11(31.4)

연간치과방문 
횟수

1회 - 6(40.0) 3(27.3) 10(35.7) 11(31.4) 4(23.5) 7(23.3) 14(40.0)

0.394
2회 4(30.8) 5(33.3) 2(18.2) 5(17.9) 6(17.1) 4(23.5) 5(16.7) 10(28.6)
3회 - - 1(9.1) - 4(11.4) 2(11.8) 1(3.3) 1(2.9)
4회 5(38.5) 1(6.7) 1(9.1) 6(21.4) 6(17.1) 1(5.9) 6(20.0) 5(14.3)

5회이상 4(30.8) 3(20.0) 4(36.4) 7(25.0) 8(22.9) 6(35.3) 11(36.7) 5(14.3)

치과방문
목적

충치 치료 6(50.0) 7(50.0) 10(90.9) 15(57.7) 17(50.0) 9(56.3) 14(51.9) 19(54.3)

0.350
구강검사 3(25.0) 4(28.6) 1(9.1) 4(15.4) 2(5.9) 1(6.3) 1(3.7) 6(17.1)
스켈링 - 2(14.3) - 5(19.2) 9(26.5) 5(31.3) 6(22.2) 6(17.1)
보철 2(16.7) - - 2(7.7) 3(8.8) - 5(18.5) 2(5.7)
기타 1(8.3) 1(7.1) - - 3(8.8) 1(6.3) 1(3.7) 2(5.7)

*** p<0.001

표 4. 조사대상 학교별 담임교사의 구강보건지식과 행태 
No(%)

항목 구분 온산 등 화 등 남 등 범서 등 온남 등 청량 등 온양 등 언양 등 p-value*

구강보건실 
추천 여부

추천한다 10(76.9) 12(80.0) 10(90.9) 24(85.7) 34(97.1) 12(70.6) 30(96.8) 31(88.6)

0.184
추천하지 않음 2(15.4) 1(6.7) - 1(3.6) 1(2.9) 1(5.9) 1(3.2) 2(5.7)

모르겠다 1(7.7) 2(13.3) 1(9.1) 3(10.7) - 4(23.5) - 2(5.7)

표 5. 조사대상 학교별 담임교사의 학교구강보건실 관련 태도
No(%)

92.9%로 나타났다.

연간치과방문횟수에서는 연간 1회 방문은 화 등 

40.0%, 2회 방문 화 등 33.3%, 3회 방문 온남 등

11.4%, 4회 방문 온산 등 38.5%, 5회 이상 방문이 온산

등 36.7%로 나타났다.

치과방문목 으로는 충치치료가 남 등 90.0%, 범

서 등 57.7%, 청량 등 56.3%, 온양 등 51.9%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강검사를 해 방문한다가 화 등 

28.6%, 온산 등 25.0%,  스 링을 해 방문한다가 청

량 등 31.3%, 온남 등 26.5% 로 나타났다.

3.5 조사대상 학교별 담임교사의 학교구강보건실 
관련 태도

조사 상 학교별 담임교사의 학교구강보건실 추천여

부에서는 추천한다가 온남 등 97.1%, 온양 등 96.8%, 

남 등 90.0%, 언양 등 88.6%로 나타났다. 

Ⅳ. 고 찰
학교인구는 교직원과 학생을 포함하여 체 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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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를 차지하는 인구집단이므로 이러한 집단을 

상으로 한 구강보건사업은 국민 체의 구강건강 수

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상으로 한 구강

보건교육과 구강보건지도는 교직원의 구강건강 지식의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문제에 한 이해

와 심을 깊게 하여 학생에 한 교육, 지도, 상담에 도

움이 되며, 학생을 통한 구강건강지식 달은 가정에서 

학부모와 형제들에게 효과가 크다[22].

학교구강보건실 운 은 학생들의 구강병 방진료와 

필요한 기치료를 계속 으로 제공함으로써 구강질환 

진료비를 감하면서 아동들의 구강건강수 을 효과

이고도 효율 으로 유지․증진시켜 향 후 일생동안 구

강건강을 리하는 데에 필요한 실용지식을 정확하게 

함양시켜 주는 사업으로 학교보건사업이다[18].

학교보건이란 학생, 교직원과 그 가족  지역사회를 

상으로 보건 서비스, 환경 리, 보건교육 등을 제공하

므로 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체 , 정신

, 사회  기능수 을 향상시켜 안녕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포 인 보건사업이다. 이러한 학교보건의 목

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유지시키고자 

함에 있다.

학생은 한 나라의 장래와 미래를 의미하며 그 나라의 

주요 인 자원이기 때문에 이들의 지식과 지성은 물론 

건강의 증진․유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학생과 교직

원의 건강증진 차원에서도 학교보건은 지역사회보건사

업의 주요 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교직원은 교육에 있어서 건강의 요성

과 의의를 인식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학생의 건강문제

를 올바르게 악하여 이에 한 책을 강구할 수 있

어야 하며, 건강을 증진시키기 하여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22]. 

학교구강보건실에서 학생들에게 구강건강 증진을 

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구강 질병의 방, 치료, 교

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제공에 따

른 학생들의 동기유발에는 담임교사의 향력이 크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구강보건실이 설치된 학교

의 담임교사들의 구강건강인지도  학교구강보건실 

추천여부에 해 분석하고, 학교구강보건실 운 에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 다. 

조사 상 학교별 담임교사의 구강보건인지도를 분석

한 결과 치아홈메우기 인지여부에서 학교구강보건실을 

단기간 운 한 등학교에서 장기간 운 한 학교보다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구강보건실 운 의 

기 효과를 반 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치아홈메우기 

효과 인지여부에서 학교구강보건실을 단기간 운 한 

남, 장기간 운 한 청량 등학교에서 각각 높게 나타

난 것은 학교구강보건실 운  기간과는 무 하게 담임

교사들의 구강건강에 한 인지도가 향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조사 상 학교별 담임교사의 학교구강보건실에서의 

진료동의 여부에서도 장기운 학교보다 단기운 학교

에서 학교구강보건실에서 진료에 해 극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구강보건실 운  기의 진

료수혜로 인한 정 인 효과로 사료된다.

조사 상 학교별 담임교사의 구강보건지식과 행태에

서 항목별, 학교별로 운 기간에 따른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체 으로 단기운 학교에서 구

강보건지식과 행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결과 한 

학교구강보건실 운 의 기효과라고 여겨진다. 그러

나 잇솔질 방법은 남, 언양, 화 등에서 높게 나타

난 것과,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에서 화, 언양, 범서

등 순으로 나타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구강보건교육 

경험과 잇솔질 방법 시행은 무 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교구강보건실 운 은 학생은 물론 

교사들에게도 어느 정도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이 등[17]의 연구에서는 등학교 양호교사들의 5년

간의 구강보건인식도 변화에서 구강보건에 한 지식 

습득을 1993년에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습득하던 때와

는 달리 1998년 보수교육을 통해 구강보건지식을 습득

한 후 올바른 구강보건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나타나 보

건교사가 아닌 담임교사의 경우 이러한 구강보건지식 

습득에 직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것 한 학교

구강보건실 운 이라 여겨진다.  

조사 상 학교별 담임교사의 학교구강보건실 추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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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는 최[19]등의 연구에서 학부모의 학교구강보건

실 필요성에 한 분석결과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85.8%보다 5개 학교에서 담임교사들의 학교구강보건

실 추천률이 높게 나타나 학교구강보건실 운 학교의 

교사들에게 정 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학교구강보건실 운 사업은 일차 으로는 학

생들의 구강건강 지식과 태도 향상을 목 으로 하지만 

담임교사의 구강보건지식과 태도에도 어는 정도 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교사들을 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도 지속 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 연구의 제한 으로는 담임교사들의 인사이동요인

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과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하

지 않은 학교의 담임교사들에 한 비교를 할 수 없었

다는 이다. 그러므로 향 후 조사에서는 운 학교와 

비운 학교 담임교사의 해당학교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치아우식증과 부정교합은 등학교 학령기에 주로 

빈발하며, 그로 인한 구강건강장애는 향 후 치주조직병

에 기인하게 되므로 학령기의 구강건강의 기틀을 마련

해 주는 것은 요하다 하겠다. 

학교구강보건실운 은 학교인구인 학생과 교직원의 

구강건강을 합리 으로 리하고, 학생의 구강보건지

식과 태도  행동을 변화시켜, 일생동안 구강건강을 

히 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계속  과

정으로 그로 인한 학교인구의 구강병 방은 국민의료

비 약을 기 할 수 있다[3]. 

본 연구는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운 기간에 따른 담

임교사의 구강보건지식과 행태  학교구강보건실 

련 태도를 분석하여 학교구강보건실 발 에 기 자료

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학교구강보건실 운 에 한 

정책제언을 통해 결론에 가름하고자 한다.

첫째, 운 기간에 따른 담임교사의 구강보건지식과 

행태에서는 운 기간과는 무 하게 비슷한 결과를 보

으며, 운 에 한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둘째, 학교보건사업은 학교보건 리의 최고 책임자

인 학교장의 구강건강에 한 인식 정도에 따라 학교구

강보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학교장의 

인식변화와 담임교사, 보건교사의 올바른 인식변화 유

도를 한 간담회와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셋째,  선진국형 학교구강보건실운 사업의 확  운

을 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심  이해와 극 인 

참여  노력이 실하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

여할 수 있는 로그램 도입과 운 을 극 으로 개발

해야 할 것이다. 한, 학교구강보건실 운 사업의 성공

과 발 을 해서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심과 극

인 노력이 요하므로 학교구강보건실의 활동과 

요성을 알리는 학부모 간담회와 지속 인 교육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네째, 최근 구강건강에 한 증가한 심과 더불어 

학교 인구는 체 인구의 23-30%를 차지하는 집단이라

는 요성을 감안할 때 재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근무

하는 공 보건치과의사가 매주 1-2회, 치과 생사가 매

주 2-3회 정도 학교구강보건실로 출장 방문하여 지속

인 구강건강 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출장 방

문의 여러 가지 제한 을 고려할 때 포 인 구강보건

로그램을 제공하기에는 여 히 미흡한 실정이므로, 

구강보건인력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생은 물론 교직

원의 구강건강 리 서비스가 지속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학교구강보건실 운 사업비의 조달은 막연

하게 학교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어서, 학교구강보건실의 원활한 운 을 

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내에 학교보건사업만을 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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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립부서의 설치와 재정 인 뒷받침이 있어야 수혜

자들의 기 에 부응하고 더욱 확 ․ 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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