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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임신 전과 임신 중의 구강건강관리 행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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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ison of Oral Care Patterns Before and During the Preg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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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status of oral care knowledge, oral care practice, and the patterns of
the oral health care utilization before and during the pregnancy. It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a survey of 291 pregnant
women who were in 9 post-natal care centers for post-natal care after delivery located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Changwon city of Gyeongsangnam-do from April 1st till April 29th on 2010. Forty five percent of them were
experienced with the gum bleeding before pregnancy and 55.7% were experienced during pregnancy. The number of
average tooth brushing per day was 3.05 times before pregnancy and 2.99 times during pregnancy in the survey. The
patients who were experienced in dental health care during pregnancy out of the subjects for study were 51 for 17.5%.
The score for the dental health knowledge was 7.82 for 10 grade scale and 5.38 before pregnancy and 5.14 during
pregnancy for 10 grade scale in the actual performance scoring for dental care. Pre-dental care, experience in activity
restriction due to dental disease, concern about oral health and regular visit to dental clinic were significant associated
with use of dental care services during preg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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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학기술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의 평균수

명이 늘어남에 따라 오늘날 건강의 개념은 점차 포괄적으

로 변하고 있다. 특히 구강건강은 신체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고 구강은 저작기능과 발음

기능 및 심미기능을 발휘하는 인체의 중요한 소화기관의

첫 단계이며, 건강유지를 위한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1).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쉽게 피로해지며,

정서적으로 민감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구강위생관리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어 임신성 치은염이나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2). 또한 임신은 체내

호르몬 균형의 변화를 가져와 자궁 속의 태아가 점점 성

장함에 따라 모체에서는 심장박출 혈액량과 산소 소모량

이 증가하고 간기능과 폐활량 및 신장 혈장량은 감소하게

된다. 임산부는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감염

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져서 구강 내 감염이 쉽게 발생되

어 각종 치과질환에 걸리기 쉽다3). 특히 임신 중에는 염

증성 조직의 특성을 나타내는 임신성 육아종과 같은 잇몸

질환 등 치주병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한다4). 

보건복지부5)와 윤6)연구에 의하면 치주조직이 세균과

그 생성물, 염증과 면역 매개체들의 저장고 역할을 하게

되어 그 영향이 혈관을 통해 다른 신체기관에 작용하게

됨으로써 치은염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조산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산부는 호르몬 및 구강위생

관리 행동 등의 변화로 치아우식증을 유발하는 주된 균주

로 알려진 뮤탄스균의 수준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출산 후 태아의 구강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7,8). 따라서 건강한 구강환

경과 적절한 구강위생상태를 만드는 것이 임산부에게 있

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기간 중에

건강한 구강상태의 유지, 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임

산부에 대한 구강건강관리 방법을 충분히 교육하고 계속

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선행연구는 임신 중 임

산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임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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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과 후 즉, 임신 전과 임신 기간 중의 구강건강관

리 실태를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임산부의 임신 전과 임신 중의 구강건강관리

에 대한 실태와 지식, 행위 및 치과의료이용 양상을 비교

분석하고 그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한 구

강건강관리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한 9개 산후조리

원에서 출산 후 산후조리 상태에 있는 산모 310명에게 설

문목적과 설문방법에 동의한 산모를 대상으로 2010년 4

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19명을 제외한 291명

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임신하기 전 1년 동안의 구강건강상태를

임신 전 구강건강상태로 정의하였으며, 임신 후 부터 분

만 전까지의 기간을 임신 중로 정의하였다.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행위는 선행연구에서

시행되었던 강9)과 최3)의 설문문항을 이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일반적 특성, 임신관련 특성, 구강

건강관리 상태, 구강건강관리와 관련한 내용은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문항 중 임신을

계획한 후 치과 의료기관을 미리 방문하여 스켈링, 정기

검진, 충치치료 등의 구강관리를 한 경우를 임신 전 사전

구강관리를 실천한 것으로 정의하였고, 구강건강상태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치아와 잇몸 등의 구강건강상태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지식점수는 10문항에 대하여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

로 채점하여 10점 만점으로 산출하였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8.0을 이용하여 임신 전과

임신 중의 건강행태, 잇몸출혈여부의 관련성은 McNemar's

test, 임신 전과 임신기간 중의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와 1

회 잇솔질 시간의 관련성은 Friedman test, 임신 전과 임

신기간 중의 평균 잇솔질 횟수와 구강건강 실천행위 점수

비교는 paired t-test, 대상자의 특성과 치과의료이용 여부

와의 관련성은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연령 분포는 30세

이상은 67.4%, 30세 미만은 32.6%이었으며, 가족 수는 3

명이 43.0%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이

46.3%, 대졸 이상이 43.0% 순이었고, 조사대상자의 61.2%

는 직업이 없었으며, 가구당 월수입별로는 300-399만원이

36.4%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임신관련 특성에 따

른 분포는 설문 이전 분만경험이 ‘있다’가 58.8%이었고,

분만횟수는 1회가 83.6%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한 임신

을 위한 임신 전 사전 구강관리를 ‘하지 않았다’가 81.4%

로 응답하였다(Table 1).

2. 대상자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및 치과 치료 경험

임신 전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매우 좋음’과 ‘좋음’이

6.9%, 29.6%이었으나, 임신 중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매

우 좋음’과 ‘좋음’이 3.8%, 15.1%이었고 ‘나쁨’과 ‘매우 나

쁨’이 30.9%, 4.5%로 응답하여 임신 전보다 임신 중의

구강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조사대상자의 치과 치료경험을 보면 임신 전에 치과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가 69.4%이었고, 임신 중에 치과치료 경

험이 있는 경우가 17.5%였다(Table 2).

3. 대상자의 잇솔질 행태

임신 전과 임신 후 잇솔질 행태 중 잇솔질 시기를 살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in pregnancy 

Characteristics Category No. %

Age(yrs.) ≤30  95 32.6

 >30 196 67.4

Family members(person) 2 113 38.8

 3 125 43.0

 ≥4  53 18.2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31 10.7

College graduate 135 46.3

≥University
graduate

125 43.0

Job Yes 113 38.8

No 178 61.2 

Monthly family 
income(1,000 Won)

100-199  19  6.5

200-299  75 25.8

300-399 106 36.4

≥400  91 31.3

Experience of childbirth
 

Yes 171 58.8

No 120 41.2

Number of childbirth 1 143 83.6

 ≥2  28 16.4

Experience of emesis 
gravidarum

Yes 195 67.0

No  96 33.0

Pre-dental care services 
before pregnancy 

Yes  54 18.6

No 237 81.4

Total 29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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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임신 전과 임신 중은 ‘아침식사 후’가 각각 27.2%와

27.8%로 가장 많았고, ‘점심식사 후’, ‘잠자기 전’ 순이었

다. 평균 잇솔질 횟수는 임신 전은 3.05회, 임신 중은

2.99회였으며, 1회 잇솔질하는 시간은 임신 전은 ‘1-2분’이

61.2%, ‘30초 이내’ 6.2%였고, 임신 중은 ‘1-2분’이 58.8%,

‘30초 이내’ 10.3%이었다. 잇몸출혈 여부를 보면 임신 전

에 잇몸출혈이 있는 경우가 45.0%, 임신 중에는 잇몸출혈

이 있는 경우가 55.7%로 임신 전보다 임신 중에 잇솔질

횟수가 줄었고, 잇몸출혈 경험이 더 있었다(Table 3).

4. 대상자의 구강건강 지식 정답률 및 평균점수

 조사대상자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정답률은 ‘잇솔질

할 때 피나는 것은 잇몸질환의 증상이다’의 정답률은

93.1%, ‘칫솔 외에도 치실이나 치간칫솔 등으로 구강관리

를 해야 한다’의 정답률은 91.4%이었고, 총 지식점수는

10점 만점에 7.82±1.88점 이었다(Table 4).

5. 대상자의 구강건강관리 실천행위 및 임신 전과 후

의 점수비교

임신 전 구강건강 실천행위점수는 ‘나는 칫솔모가 구부

러지거나 닳은 경우에는 즉시 교체했다’의 응답은 84.9%,

‘나는 잇솔질을 치아와 잇몸, 혀 모두 닦았다’의 응답은

79.0%, ‘나는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경우에도 잇솔질

을 했다’의 응답은 77.0%순이었으며. 임신 중 구강건강

실천행위점수는 ‘나는 칫솔모가 구부러지거나 닳은 경우

에는 즉시 교체했다’는 응답이 84.9%, ‘나는 잇솔질을 위

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회전시키며 닦았다’는 응답

Table 2. Comparison of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and
experienced dental care services before and during pregnancy

Variables

 Before
pregnancy

During
pregnancy

No. % No. %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Very good  20  6.9  11  3.8

 Good  86 29.6  44 15.1

 General 124 42.6 133 45.7

 Bad  55 18.8  90 30.9

 Very bad  6  2.1  13  4.5

Experienced
dental care services 
within one year

 Yes 202 69.4  51 17.5

 No  89 30.6 240 82.5

Total 291 100.0 291 100.0

*p<0.01 by Friedman test.

Table 3. Comparison of toothbrushing characteristics before and during pregnancy

 Variables
Before pregnancy During pregnancy

No. % No. %

Time of toothbrushing
(multiple responses)

Before breakfast  78  8.8  63  7.2

After breakfast 241 27.2 242 27.8

After lunch 212 23.8 201 23.1

After dinner 161 18.2 153 17.6

Before bedtime 171 19.3 181 20.8

After snack  24  2.7  30  3.4

Average number of toothbrushing per day+ 3.05±0.92 2.99±1.00+

Time of teeth brush++ Within 30 seconds  18  6.2  30 10.3

1-2 minutes 178 61.2 171 58.8

Over 3 minutes  95 32.6  90 29.9

Experienced with the gum 
bleeding**

Yes 131 45.0 162 55.7

No 160 55.0 129 44.3

Total 291  100.0 291 100.0

+: p=0.170 by paired t-test, ++: p=0.09 by Friedman test, **: p<0.01 by McNemar's test.

Table 4. Proportion of correct answers and knowledge scores
on dental health

 n=291

Items
No. of correct 
answers(%)

Teeth must be brushed within 3 minutes after 
take meal

257(88.3)

Teeth must be brushed within 3 minutes after 
snacking

218(74.9)

Teeth must be brushed before bedtime 250(85.9)

In addition to toothbrush, dental care must be 
done using dental floss or interdental brush

266(91.4)

My teeth scaled every 6 months 187(64.3)

Fluoride application must be treated to
prevent cavities

170(58.4)

For preventing cavities, the best method is 
toothbrushing

227(78.0)

Gum disease must be caused by plaque and 
calculus

257(88.3)

Bleeding in your mouse while toothbrush is a 
symptom of gum disease

271(93.1)

The safe period of dental treatment during 
pregnancy is from 4 to 6 months

173(59.5)

Knowledge scores(Mean±standard deviation) 7.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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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78.7%, ‘나는 잇솔질을 치아와 잇몸, 혀 모두 닦았다’

는 응답이 77.0%였다. 구강건강에 대한 실천행위점수는

10점 만점에 임신 전은 5.38점, 임신 중의 실천행위점수

는 5.14점으로 임신 전이 임신 중에 비하여 실천율이 높

았다(p<0.01)(Table 5).

6. 일반적 특성, 구강건강 및 임신관련 특성에 따른

치과의료이용과의 관련성

일반적 특성, 구강건강 및 임신관련 특성에 따른 치과의

료이용과의 관련성에서 임신 전 사전 구강관리, 구강질환

에 의한 활동제약 경험, 구강건강관심도, 단골치과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Table 6).

Table 5. Comparison of oral health management practice behaviors and score before and during pregnancy Unit: No.(%)

Items
Before pregnancy During pregnancy 

No.(%) No.(%)

I have brushed my teeth above 3 times every day 189(64.9) 182(62.5)

I have brushed my teeth, gum and tongue using toothbrush 230(79.0) 224(77.0)

I have done toothbrushing from top to bottom and from bottom to top with 
rolling method

222(76.3) 229(78.7)

I have done toothbrushing in case of swelling and bleeding gums 224(77.0) 208(71.5)

I have replaced toothbrush when it was bent and worn out 247(84.9) 247(84.9)

I haven't had snack many times for oral health care  83(28.5)  89(30.6)

I have used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once a day  60(20.6)  69(23.7)

I have used fluoride toothpaste 183(62.9) 183(62.9)

I have had my teeth scaled periodically  66(22.7)  34(11.7)

I have gone to the dentist for regular checkups  61(21.0)  32(11.0)

Score of practice(n=291)**
Mean±standard deviation

5.38±1.95  5.14±1.83

**: p<0.01 by paired t-test.

Table 6. Association between socio-demographic, oral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and use of dental care services during pregnancy

Variables
Use

No.(%)
Not use
No.(%)

Total
No.(%)

p

Age <30 16(16.8) 79(83.2)  95(100.0) 0.831

 ≥30 35(17.9) 161(82.1) 196(100.0)

Family members 2 16(14.2)  97(85.8) 113(100.0) 0.111

3 22(17.6) 103(82.4) 125(100.0)

 ≥4 13(24.5)  40(75.5) 53(100.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4(12.9) 27(87.1) 31(100.0) 0.730

College graduate 28(20.7) 107(79.3) 135(100.0)

≥University graduate 19(15.2) 106(84.8) 125(100.0)

Monthly family income 100-199 ten th. won  3(15.8) 16(84.2) 19(100.0) 0.514

 200-299 ten th. won 11(14.7) 64(85.3) 75(100.0)

 300-399 ten th. won 20(18.9) 86(81.1) 106(100.0)

 ≥400 ten th. won 17(18.7) 74(81.3) 91(100.0)

Job Yes 35(20.5) 136(79.5) 171(100.0) 0.115

No 16(13.3) 104(86.7) 120(100.0)

Pre-dental care before pregnancy Yes 19(35.2) 35(64.8) 54(100.0) 0.001

No 32(13.5) 205(86.5) 237(100.0)

Experience in activity restriction due to 
dental disease

Yes 19(33.9) 37(66.1) 56(100.0) 0.001

No 32(13.6) 203(86.4) 235(100.0)

Concern about oral health Concern 34(23.3) 112(76.7) 146(100.0) 0.023

Unconcern 17(12.9) 128(87.1) 145(100.0)

Regular visit to dental clinic Yes 35(25.7) 101(74.3) 136(100.0) 0.001

No 16(10.3) 139(89.7) 15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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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구강건강관리의 목적은 구강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치태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치태를 관

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비교적 효율적인 방법이 잇솔

질이다10). 그러므로 일반인이나 임산부에서 잇솔질은 중

요하다.

조사대상자의 임신 전후 잇솔질 시기를 살펴보면 임신

전은 ‘아침식사 후’가 27.2%, ‘점심식사 후’가 23.8%, ‘잠

자기 전’이 19.3%, ‘저녁식사 후’가 18.2%이었고, 임신

중에는 ‘아침식사 후’가 27.8%, ‘점심식사 후’가 23.1%,

‘잠자기 전’이 20.8%, ‘저녁식사 후’가 17.6%로 임신 전

후 시기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평균 잇솔질 횟수는 임신

전이 3.05회로 임신 중의 2.99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윤11)과 엄12)의 연구결과에서도 아침식사 후,

저녁식사 후, 점심식사 후의 순으로 응답하여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나 근로자들의 잇솔질 시기도 비슷

한 시간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13)의 연구에서는 잇

솔질 횟수가 증가할수록 남자에서는 치주질환으로 인한

상실치아의 수가 감소하였고, 여자에서는 우식경험 영구

치지수와 치주질환으로 인한 상실치아 수가 같이 감소하

였다고 보고하여 잇솔질의 교육과 시기는 성인에게도 중

요하다 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구강상태를 살펴보면 임신 전 잇몸출혈

경험여부에서 잇몸출혈이 있는 경우가 45.0%였으나 임신

중에 잇몸출혈이 있는 경우가 55.7%였고,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는 임신 전은 ‘매우 좋음’과 ‘좋음’이

36.5%, ‘보통’이 42.6%, ‘나쁨’과 ‘매우 나쁨’이 20.9%이

었고, 임신 중의 주관적 구강상태는 ‘매우 좋음’과 ‘좋음’

이 18.9%, 보통이 45.7%, ‘나쁨’과 ‘매우 나쁨’이 35.4%

로 나타나 임신 전 보다 임신 중의 구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산모들이 많았다. 최3)와 박과 심14)의 임신 전과 임

신 후 잇몸출혈에 대한 경험빈도에서도 임신 후의 잇몸출

혈 경험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 이 결과

를 볼 때 임신기간 중에 효과적인 잇솔질 방법 및 구강관

리 행태 개선으로 건강한 구강상태 유지가 필요하며, 이

에 대한 산모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조사대상자의 치과치료경험별로는 임신 전 치과치료경

험이 있는 경우가 69.4%이였고, 임신 중의 치과치료경험

이 있는 경우가 17.5%로 대부분의 임산부가 임신 중에는

치과치료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3)와 김15)의

연구에서도 각각 11.2%, 12.3%의 임산부가 임신 중의 치

과치료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박과 심14), 박 등16)

의 연구에서는 33.5%, 43.3%의 임산부가 임신 중에 치과

치료경험이 있어 연구자 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구강건강지식 점수에서는 10점 만점에

7.82점으로 지식점수가 높았고, 특히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영역은 잇솔질 영역이었으며, 구강건강실천행위점수

는 10점 만점에 임신 전은 5.38점이었고, 임신 중에는

5.14점으로 임신 중의 구간건강관리 실천행위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의 구강건강지식점수는 조17)의

대학생 구강보건지식점수가 100점 만점에 남자 65.3점,

여자 67.0점이었던 것보다 높았다. 구강건강실천행위는

‘잇솔질을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회전시키며 닦았

다’와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했다’, ‘간식을 자주 먹지

않았다’는 임신 후의 실천율이 높았으나, 그 외 ‘잇몸이 붓

거나 피가 나는 경우에도 잇솔질 했다’는 임신 전 77.0%

보다 임신 후 71.5%로 실천행위가 낮았으며, ‘스켈링을

정기적으로 받았다’와 ‘정기구강검진을 받기 위해 치과에

내원했다’는 임신 전보다 임신 중이 낮았다. 이러한 현상

은 임신 중 치과의료이용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들은 지식점수가 높

은 것에 비해 다소 제한된 상식 수준에 머물러 있어 올바

른 실천행동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구강보

건전문가가 개별 실천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

여 단순한 지식습득이 아닌 규칙적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 및 개별교육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한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강건강 및 임신관련 특성

에 따른 치과의료이용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임신 전

사전구강관리를 하는 경우, 구강질환에 의한 활동제약 경

험이 많은 경우, 구강건강관심도가 많은 경우, 단골치과를

보유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는데, 이는

여성의 치과의료이용행태에 관한 이18)의 연구와 일치하였

다. 

이 연구는 대구광역시와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임산부의 구

강건강관리 행태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 전보다 임신기간 중의 실천

행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 의미 있는 결과이었

다.

임신 중 치과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잘못된 치과상식

들을 교정하고 임신 중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

여 임신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규칙적인 관리를 할 수 있

도록 구강보건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 교육 및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한다.

요 약

이 연구는 임산부의 임신 전과 임신기간 중의 구강건강

관리에 대한 실태와 지식, 실천행위, 구강건강신념 및 치

과의료이용 양상을 비교분석하여 임산부의 구강질환 예

방과 건강한 구강건강관리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프

로그램 개발에 그 목적을 두고 시행되었으며, 2010년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 창원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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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한 9개 산후조리원에서 출산 후 산후조리를 하고 있

는 산모 291명을 최종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잇몸출혈 경험여부에서 임신 전 잇몸출혈이 있는 경

우가 45.0%이었고, 임신 중의 잇몸출혈 경험률이

55.7%였다. 

2. 대상자의 평균 잇솔질 횟수는 임신 전은 3.05회이고,

임신 중에는 2.99회 였다.

3. 연구대상자 중에서 임신기간 중 치과치료 경험이 있

는 사람이 17.5%였다.

4. 구강건강지식 점수는 10점 만점에 7.82점 이었고, 구

강건강 실천행위점수는 10점 만점에 임신 전은 5.38

점, 임신 중에는 5.14점 이었다.

5. 치과의료이용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임신 전 사

전구강관리(p<0.01), 구강질환에 의한 활동제약 경험

(p<0.01), 구강건강관심도(p<0.05), 단골치과 유무(p<

0.01)등이 치과의료이용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임신기간 중의 구강건강관리

행태는 임신 전보다 구강건강관리 실천율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임산부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교정하고, 임신 중 구강보건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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