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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일부 학생을 상으로 주  구강건강 인지지각이 구강건강증진행 에 미치는 융합  요인

을 조사하고자 실시하 다. S 학교 재학생 300명을 상으로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문조사하여 

최종 290명의 자료를 사용하 다. 구강건강지식은 11.46 , 5  척도인 구강건강 요성은 1.71 , 구강건강 상태 

2.78 , 구강건강 심 2.52 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서 구강건강지식과 구강건강 요성, 구강건강

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S 학 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융합 요인은 구강

건강상태(β=-0.188), 구강건강 심(β=-0.265)이었다.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 심이 높을수록 결국 구강건강증진

행 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구강건강지식을 높이고 구강건강에 심을 갖게 하여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구강보건교육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 주제어 : 융합, 학생, 구강건강, 인지지각요인, 구강건강증진행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behavior of 

oral health improvement perceived by the subjective oral health awareness perception factors in some 

college students. Th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rom April 10, 2017 to April 30, 2013 for 300 students 

at S university and the and the 290 final data were used.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importance 

measured by 5-point, oral health status and oral health interest are 11.46, 1.71, 2.78, 2.52 respectively.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for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importance, oral health interest have been observed. The convergence factors influencing acts of oral health 

promotion were oral health status(β=-0.188) and oral health interest(β=-0.265) the higer the oral health 

status and oral health interest, the better acts of oral health promotion. Therefore, effective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increase oral health knowledge and interest in oral health and 

to change behavior and attitude.

• Key Words : Convergence, Students, Oral health, Awareness perception factors, Oral health improvement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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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구강건강은 건강한 삶을 하기 한 일부로서 양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신건강에도 

향을 주어[1], 구강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신건강이나 

삶의 질이 하된다고 하 다[2]. 구강의 기능  작은 

음식물의 섭취를 돕는 역할을 하며, 섭취된 양분은 우

리 몸의 에 지를 공 하며 건강을 유지하게 하므로 구

강건강은 매우 요하다[3].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구강건강에 한 지식이나 태도, 행동의 변화는 본인 자

신은 물론 주변인과 가족에게도 큰 향을  수 있으므

로 구강건강에 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4]. 이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며 자신의 건

강에 한 스스로 리가 필요하나 다소 책임감이 떨어

지며, 음주  흡연으로 인해 구강건강이 악화되는 시

이 될 수 있다[5]. 올바른 구강건강습 은 학생활을 더

욱 활기차게 만들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 다[4]. 건강

한 삶을 하기 해서는 체계 인 구강 리와 방이 

필요하며 구강건강증진이 무엇보다 요하다[7]. 구강건

강증진행 는 건강한 구강 리를 해 개인이 스스로 책

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구강건강 리를 수행해 나가는 과

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스스로 책임 하에 

구강건강상태를 인식하고 구강건강 련 정보를 받아들

이고 의료서비스를 활용하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8]. 

학생의 경우 학생에 속하기는 하지만 학교구강보건

교육 상자가 아니며,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상

황이 아니기에 사업장구강보건교육 상자도 아닌 으

로 보아 다소 취약한 상태이다[9]. 우리나라 학생을 

한 구강보건사업이나 구강보건교육이 다소 미비한 으

로 보아 이들을 한 구강보건교육 리의 필요성이 실

하기도 하다[10]. 이러한 을 토 로 구강건강에 한 

심이 증 되면서 선행논문으로는 학생을 상으로 

구강건강에 련 논문은 다소 진행되고 있으나

[5,7,8,10,11,12], 구강건강 인지지각이 구강건강증진행

에 미치는 융합  요인에 한 논문은 다소 미비한 실정

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구강건강 인지지각 능력을 

높이고 올바른 지식과 습 을 갖게 하여 구강건강증진을 

한 기 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이에 본 연구는 S 학 학생들을 상으로 주  구

강건강 인지지각이 구강건강증진행 에 미치는 융합  

요인을 찾고자 실시하 으며, 구체 인 연구목 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주  구강건강 인지지

각요인의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일반 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 의 하  

역별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주  구강건강 인지지각요인과 구강건강증진

행  간의 계를 살펴본다.

넷째, 구강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융합  요인

을 분석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주지역에 소재한 S 학 학생 300명을 

상으로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문을 실시

하 으며, 편의추출하여 연구목 과 방법을 설명하고 직

 서명 날인 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다. 응답이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290부(96%)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학년, 연령, 성별, 한 

달 용돈, 흡연유무, 구강보건교육 유무 6문항으로 구성하

다. 구강건강에 한 주  인지지각과 구강건강증진

행 는 선행연구의 설문지[13,14]를 본 연구목 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구강건강지식에 한 설문

은 박[15]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 으며, 정답에 

1 을 부여하여 총 14 으로 수가 높을 경우 구강건강

지식이 높은 것으로 단하 으며 불소, 식이조 , 치아

우식증, 치석제거, 정기 인 구강검진에 한 내용을 포

함하 다. 구강건강 요성,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 심

은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주  인지지각요인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구강건강증진행 의 타당성은 잇솔

질, 불소사용, 치실, 주기 인 검진  스 링, 식습 으

로 구성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행 의 수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 0.62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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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159(54.8)

Female 131(45.2)

Grade 1 118(40.7)

2 125(43.1)

3 30(10.3)

4 17(5.9)

Age ≤20 197(67.9)

21-25 82(28.3)

≥26 11(3.8)

Monthly imcome <15 72(24.8)

15-25 80(27.6)

>25 138(47.6)

Smoking history No 225(77.6)

Yes 65(22.4)

Oral health education No 207(71.4)

Yes 83(28.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90)

Variable N M±SD

Oral health knowledge 290 11.46±1.50

Oral health importance 290 1.71±0.40

Oral health status 290 2.78±0.80

Oral health interest 290 2.52±0.76

<Table 2> Subjective oral health awareness perception factors

2.3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용 소 트웨어 

SPSS(SPSS 18.0, USA) 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상

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 으며, 주

 구강건강 인지지각요인과 구강건강증진행 는 평

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 다. 일반  특성에 따른 주

 구강건강 인지지각요인과 구강건강증진행 의 차이

는 독립표본 t-test와 One-way ANOVA 검증을 실시하

고, 주  구강건강 인지-지각요인과 구강건강증진행

의 련성을 악하기 해서는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주  구강건강 인지지각요인이 구강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융합 요인을 알아보기 해서는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체 290명  남자 58.8%, 여자 45.2%로 남자가 더 많

았으며, 학년은 2학년이 43.1%, 연령은 18-20세 67.9%, 

한 달 용돈은 25만 원 이상 47.6% 가장 많이 나타났다. 

흡연하는 경우 22.4%, 흡연하지 않는 경우 77.6%로 더 

많았으며, 구강보건교육 경험 있는 경우 28.6%, 구강보건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71.4% 다<Table 1>.

3.2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지각요인  

구강건강지식은 총  14 에서 11.46 으로 나타났으

며, 5  척도인 구강건강 요성은 1.71 , 구강건강 상태 

2.78 , 구강건강 심 2.52 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

지각요인의 차이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주  구강건

강 인지-지각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서 구강건

강지식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

를 보 고(p<0.001), 구강건강 요성, 구강건강상태, 구

강건강 심에서는 남자가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학년에서는 구강건강지식(F=2.731, P=0.044)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구강건강 요성, 구강건강상

태, 구강건강 심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과 

한 달 용돈에서는 구강건강지식, 구강건강 요성, 구강건

강상태, 구강건강 심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흡연

에서는 구강건강지식과 구강건강 요성에서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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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importance

Oral health status Oral health interest

Gender Male 159(54.8) 11.17±1.48 1.74±0.42 2.83±0.84 2.56±0.76

Female 131(45.2) 11.79±1.45 1.69±0.38 2.72±0.75 2.46±0.77

t or F
(p-value*)

-3.57
(0.000)

0.938
(0.349)

1.198
(0.232)

1.200
(0.231)

Grade 1 118(40.7) 11.75±1.48
a

1.72±0.41 2.78±0.81 2.49±0.79

2 125(43.1) 11.28±1.48ab 1.76±0.36 2.78±0.79 2.59±0.69

3 30(10.3) 11.30±1.44ab 1.57±0.34 2.60±0.93 2.23±0.94

4 17(5.9) 11.00±1.62
b

1.68±0.43 3.06±0.56 2.65±0.70

t or F
(p-value

*
)

2.731
(0.044)

1.968
(0.119)

1.205
(0.308)

2.012
(0.112)

Age ≤20 197(67.9) 11.54±1.50 1.73±0.42 2.75±0.77 2.53±0.79

21-25 82(28.3) 11.34±1.45 1.70±0.40 2.87±0.86 2.54±0.71

≥26 11(3.8) 10.73±1.68 1.59±0.38 2.64±0.81 2.09±0.76

t or F
(p-value

*
)

1.888
(0.153)

0.772
(0.463)

0.780
(0.459)

1.794
(0.168)

Monthly imcome   <15 72(24.8) 11.46±1.36 1.76±0.43 2.86±0.86 2.56±0.73

15-25 80(27.6) 11.54±1.48 1.72±0.36 2.85±0.71 2.53±0.81

>25 138(47.6) 11.41±1.58 1.70±0.41 2.70±0.81 2.49±0.76

t or F
(p-value

*
)

0.195
(0.823)

0.489
(0.614)

1.456
(0.235)

0.165
(0.848)

Smoking history No 225(77.6) 11.64±1.51 1.68±0.38 2.76±0.80 2.51±0.77

Yes 65(22.4) 10.80±1.24 1.85±0.44 2.85±0.79 2.54±0.73

t or F
(p-value*)

4.114
(0.000)

-3.129
(0.002)

-0.766
(0.444)

-0.254
(0.800)

Oral health
education

No 207(71.4) 11.04±1.43 1.52±0.53 2.81±0.79 2.62±0.77

Yes 83(28.6) 12.34±1.29 1.36±0.48 2.69±0.79 2.26±0.68

t or F
(p-value

*
)

6.838(0.000)
-2.369
(0.018)

-1.089
(0.277)

-3.637
(0.000)

* by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OVA
a,b 

The same characters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post hoc Tukey test

<Table 3> The difference of subjective oral health awareness perception facot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N M±SD M±SD

Tooth brushing
Thorough toothbrushing after meal 290 3.36±0.81

3.43±0.61
correct toothbrushing 290 3.50±0.73

Use of fluoride
Dentifrice use containing fluoride 290 2.92±0.79

2.64±0.72
Mouthrinse use containing fluoride 290 2.36±0.94

Dental floss Use of dental floss 290 2.29±1.04 2.29±1.04

Periodic examination
periodic scaling 290 2.51±1.08

2.56±1.03
periodic dental examination and therapy 290 2.61±1.12

Eating habits
Sufficient nutrition intake 290 3.52±0.84

2.79±0.61
Food restraint containing intake 290 2.53±0.89

Oral health imperovement behavior 290 2.79±0.52

<Table 4> The characterisitics of oral health improvement behavior                                         (N=290) 

이를 볼 수 있었고,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 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구강보건교육 경험에서는 구강건

강지식과 구강건강 요성, 구강건강 심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구강건강상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Table 3>. 

3.4 구강건강증진행위의 하위 영역  

구강건강증진행 의 평균 2.79 으로 나타났으며, 하

 역에서는 잇솔질 3.43 , 불소사용 2.64 , 치실 2.29

, 주기 인 검진  치료 2.56 , 식습  2.79 으로, 잇

솔질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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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Tooth 

brushing
Use of 
fluoride

Dental floss
 Periodic 

examination
Eating habits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Gender Male 159(54.8) 3.39±0.62 2.64±0.71 2.13±0.98 2.47±1.06 3.04±0.66 2.73±0.53

Female 131(45.2) 3.47±0.61 2.65±0.73 2.49±1.08 2.68±0.98 3.01±0.56 2.86±0.49

t or F
(p-value

*
)

-0.969
(0.333)

-1.161
(0.872)

-2.955
(0.003)

-1.710
(0.088)

0.363
(0.717)

-2.036
(0.043)

Grade 1 118(40.7) 3.50±0.57 2.56±0.72 2.26±0.96 2.49±0.92 3.08±0.60 2.78±0.49

2 125(43.1) 3.35±0.59 2.76±0.67 2.39±1.05 2.53±1.04 2.99±0.62 2.81±0.48

3 30(10.3) 3.55±0.89 2.60±0.88 2.13±1.17 2.92±1.29 3.02±0.62 2.84±0.72

4 17(5.9) 3.29±0.39 2.47±0.62 2.05±1.14 2.62±1.11 2.91±0.64 2.67±0.56

t or F
(p-value*)

1.931
(0.125)

2.008
(0.113)

0.941
(0.421)

1.407
(0.241)

0.561
(0.641)

0.458
(0.712)

Age ≤20 197(67.9) 3.44±0.58 2.62±0.72 2.39±1.02a 2.50±0.97a 3.04±0.60 2.80±0.49a

21-25 82(28.3) 3.35±0.64 2.64±0.66 1.95±0.97
b

2.59±1.12
ab

2.97±0.61 2.70±0.51
a

≥26 11(3.8) 3.77±0.85 3.09±0.99 3.00±1.18 3.36±1.22b 3.23±0.82 3.29±0.78b

t or F
(p-value*)

2.431
(0.090)

2.297
(0.102)

8.409ab

(0.000)
3.783
(0.024)

0.980
(0.377)

 6.549
(0.002)

Monthly imcome <15 72(24.8) 3.44±0.59 2.65±0.65 2.36±1.05 2.41±0.89a 3.03±0.57 2.78±0.51

15-25 80(27.6) 3.38±0.63 2.58±0.72 2.33±1.03 2.39±0.99
a

3.03±0.66 2.74±0.53

>25 138(47.6) 3.46±0.62 2.67±0.75 2.24±1.04 2.74±1.09 3.02±0.52 2.83±0.52

t or F
(p-value*)

0.492
(0.612)

0.423
(0.656)

0.379
(0.685)

3.978ab

(0.020)
0.021
(0.979)

0.703
(0.496)

Smoking history

No 225(77.6) 3.49±0.59 2.66±0.73 2.36±1.06 2.58±1.04 3.05±0.61 2.83±0.54

Yes 65(22.4) 3.23±0.64 2.57±0.68 2.06±2.95 3.05±2.95 2.94±0.61 2.66±0.43

t or F
(p-value

*
)

3.032
(0.003)

0.920
(0.358)

 0.023
(0.041)

0.414
(0.679)

1.191
(0.235)

2.236
(0.026)

Oral health
education

No 207(71.4) 3.41±0.61 2.64±0.73 2.25±1.06 2.49±1.05 3.04±0.64 2.76±0.56

Yes 83(28.6) 3.49±0.68 2.66±0.68 2.40±0.97 2.74±0.95 3.00±0.57 2.86±0.41

t or F
(p-value*)

1.001
(0.318)

0.229
(0.819)

1.088
(0.277)

1.882
(0.061)

-0.454
(0.650)

1.370
(0.172)

*
 by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OVA
a,b The same characters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post hoc Tukey test

<Table 5>  The characteristics of oral health improvement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3.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의 하

위 영역  

일반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 는 성별

(p<0.05), 연령(p<0.01), 흡연유무(p<0.05)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하  역별 차이에서는 성별

은 치실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0.01), 연령에서는 치실(p<0.001)과 

주기  검진(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한 달 

용돈에서는 주기 인 검진(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흡연에서는 잇솔질(p<0.01)과 치실(p<0.05)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Table 5>. 

3.6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지각요인과 구강건강

증진행위 간의 관계

주  구강건강 인지지각요인과 구강건강증진행  

간의 상 계 분석결과에서는 구강건강지식은 구강건

강 요성과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 심에서는 음의 상

계가 나타났으며, 잇솔질과 주기 인 검진에서는 양

의 상 계가 나타났다. 구강건강 요성에서는 구강건

강상태, 구강건강 심에서는 양의 상 계가 잇솔질, 주

기  검진에서는 음의 상 계가 나타났다. 구강건강상

태에서는 구강건강 심에서는 양의 상 계가 나타났

으며 잇솔질, 주기  검진, 식습 에서는 음의 상 계

가 나타났다. 구강건강 심에서는 잇솔질, 치실, 주기  

검진, 식습 에서는 음의 상 계가 나타났다. 잇솔질에

서는 치실과 주기  검진, 식습 에서 양의 상 계가 

나타났다. 불소이용에서는 치실, 주기  검진, 식습 에

서 양의 상 계가 나타났다. 치실에서는 주기  검진, 

식습 에서 양의 상 계가 나타났다. 주기  검진에서

는 식습 과 양의 상 계가 나타났다<Table 6>. 

                      

3.7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

S 학 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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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importance

Oral health 
status

Oral health 
interest

Tooth 
brushing

Use of 
fluoride

 Dental 
floss

 Periodic 
examination

Eating 
habits 

Oral health knowledge 1

Oral health importance -0.248** 1

Oral health status -0.060
**

0.157
**

1

Oral health interest -0.164** 0.189** 0.234** 1

Tooth brushing 0.155** -0.153** -0.293** -0.278** 1

Use of fluoride 0.003 -0.027 -0.096 -0.099 0.103 1

Dental floss 0.063 -0.022 -0.110 -0.175** 0.127* 0.412** 1

Periodic
examination

0.138
*

-0.159
**

-0.238
**

-0.272
**

0.196
**

0.279
**

0.349
**

1

Eating habits 0.083 -0.104 -0.116* -0.247** 0.403** 0.163** 0.312** 0.191** 1
*
p<0.05, 

**
p <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on subjective oral health awareness perception factors and oral health 

improvement behavior                                                                         (N=290) 

Variable B SE β t p-value
*

Constant 3.998 0.310 10.979 0.000***

Oral health knowledge 0.025 0.020 0.071 1.254 0.211

Oral health importance -0.055 0.074 -0.043 -0.743 0.458

Oral health status -0.123 0.037 -0.188 -3.333 0.001**

Oral health interest -0.181 0.039 -0.265 -4.633 0.000***

R
2
=.152, Adj.R

2
=.140, F=12.78 

<Table 7>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oral health improvement behaviors                                (N=290) 

융합 요인을 알아보기 해서는 구강건강증진행 를 종

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7>과 

같다. 구강건강상태(β=-0.188), 구강건강 심(β=-0.265)

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결정계수 값은 0.152(15.2%)

이었다. 선정된 독립변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

심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증진행 도 높았다.

4. 고찰 및 결론

구강건강지식과 정보는 개인의 태도에 변화를  뿐

만 아니라 구강병을 조기에 방함으로써 구강건강증진

을 강화할 수 있다[15]. 구강건강 습 은 성인기․노년기

에 이르기까지 구강건강증진행 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데 향을  수 있으므로 학생의 구강건강은 매우 

요하다[16]. 이에 학생들이 인지-지각하고 있는 구강건

강지식,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 요성, 구강건강 심의 

정도를 악하고, 구강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융

합  요인을 분석하여 올바른 구강건강행 를 한 기

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건강

지식은 총  14 에서 11.46 으로 한 등[12]의 연구에서

는 12.04 , 정과 윤[14]은 10.7 으로 윤과 장[10]은 총 

10  만 에서 6.20 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체

으로 구강건강지식은 높지 않았다. 윤과 이[6]는 연령

이 높아질수록 구강보건지식을 알아가는 시간이 많아지

기에 구강보건행태가 좋을 것으로 상하 던 것과는 다

른 결과를 보 다고 한다. 김[17]은 학생의 바람직한 

구강보건행태가 일어나기 해서는 정 인 태도와 신

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으로 구강건강지식의 요성

을 강조하 다. 학 내에서 구강건강의 지식을 배워나

갈 수 있는 교양수업이나 여러 형태의 수업 등 기회를 마

련하는 것 한 요하다고 생각된다. 구강건강 요성

은 1.71 으로 비교  낮게 나타나 학에서 학생들에게 

구강건강의 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구강보건캠페인, 

홍보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마련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장 등[18]연구에서는 구강건강의 요성이 69.1%

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 다. 

선행연구[17]에서 부분 구강건강의 요한 이유는 음

식물 작이 가장 요하다고 한 것처럼 작을 하기 

한 기본 인 구강 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태도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요하다. 구

강건강 상태 2.78 으로 임 등[19] 2.80 , 정과 윤[14] 

2.70 으로 본 연구와 다소 유사한 결과를 보 으나 체

로 구강건강상태가 높지는 않았다. 자신의 구강건강상태

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해서는 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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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정기 인 구강건강 리  구강보건교육이 실히 

필요하다. 구강건강 심 2.52 으로 정과 윤[14]은 3.1

으로 본 연구에서 다소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구

강건강지식을 달하기에 충분한 구강보건교육매체와 

태도  행동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이 

된다면 더불어 자신의 구강건강에 한 심도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김 등[20]의 연구에서도 구강건강 지식

이 높을수록 구강건강 심도 한 증가한다고 하 으며,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동기유발이 구강건강에 한 지식

과 심도 등을 유발하여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인지-지각 요인

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서 구강건강지식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았고, 윤과 장[10], 이[21]연구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서는 구강

건강지식(F=2.731, P=0.04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며, 정과 윤[14]의 결과에서 구강건강지식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흡연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는 자가 구강건

강지식은 더 높았고, 흡연을 하지 않는 자가 구강건강

요성에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구강건강

지식이 높은 자가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흡연하면서도 

구강건강 요성은 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보

건교육경험 유무에서는 구강건강지식과 구강건강 요성, 

구강건강 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구강건강상

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과 윤[14]은 구강보건교육

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이 구강건강지식과 구강건강 

요성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다소 차이

가 있었으나, 장 등[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구강보건

교육을 받은 학생은 구강보건지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구

강보건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의 경우 구강건강 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체로 구강건강에 한 심과 요성

은 알고 있으나 효과 인 방법과 자신의 구강상태를 

악하여 구강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구강건강증진행 의 평균은 2.79

으로 구강건강증진행 의 하  역별 특성은 잇솔질 

3.43 , 불소사용 2.64 , 치실 2.29 , 주기 인 검진  

치료 2.56 , 식습  2.79 으로 이 에서 잇솔질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임 등[19]의 연구와 유사하

게 잇솔질과 식습 이 체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

[22]는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우 잇솔질에 한 인지력

이 높다는 결과를 보 다. 일반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행 는 성별(p<0.05), 연령(p<0.01), 흡연유무

(p<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하  

역에서는 성별은 치실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0.01), 연령에서는 치

실(p<0.001)과 주기  검진(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한 달 용돈에서는 주기 인 검진(p<0.05)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흡연에서는 잇솔질(p<0.01)과 치

실(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정과 윤[14]

의 연구에서는 비보건학과 학생의 경우 모든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성과 문[11]의 

연구에서도 주기  검진, 구강 생보조용품사용, 잇솔질

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구강보건

교육 시에 충분한 동기유발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학생들

에게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지 못한 으로 보아 올바른 

구강보건교육 로그램이 매우 필요하다. 주  구강건

강 인지-지각요인과 구강건강증진행  간의 상 계 

분석결과에서는 구강건강지식이 높을수록 잇솔질과 주

기 인 검진이 높았으며, 구강건강 요성이 높을수록 구

강건강상태, 구강건강 심 한 높았다. 구강건강상태가 

높을수록 구강건강 심이 높았으며, 구강건강 심이 높

을수록 잇솔질, 치실과 주기  검진, 식습 이 높게 나타

났다. 불소사용을 할 경우 치실, 주기  검진, 식습 에서 

높게 나타났고, 치실 사용할 경우 주기  검진, 식습 이 

높았다. 주기  검진을 할 경우 식습 이 높게 나타났다. 

정과 윤[14]은 구강건강지식이 높을수록 구강건강 요

성, 상태, 심이 증가하며 구강건강에 한 주  인지

-지각요인이 높을 경우 구강건강증진행 의 하 역이 

증가한다고 하 으며, 정[23]은 구강건강지식이 높을수

록 태도가 정 이다 라고 하 다. S 학 학생들의 구

강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강건강상태

(β=-0.188), 구강건강 심(β=-0.265)이었다. 선정된 독립

변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 심이 높을수록 구강

건강증진행 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21]는 구강건

강 심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증진행 가 높다고 하 으

며, 정과 윤[14]은 구강건강지식과 구강건강 심으로 나

타났다.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며 동기부여 

된다면 구강보건지식을 배움으로 구강보건에 한 지식

과 태도  행동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

어 교양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의 경우 구강보건교육

에 한 교육을 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지속

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인지도는 달라질 것으로 사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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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주지역의 S 학의 학생을 

상으로 한정하 기에 체에게 용하기에는 다소 한

계가 있으며, 향후 연구 시에는 상자를 확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주  구강건강의 인지-지각요인이 구

강건강증진에 향을 미치는 융합 요인을 연구하는 데는 

의의가 있었으며, 학 내의 구강보건교육 활성화를 일

으켜 나아가 구강건강의 요성을 인지하고 방을 한 

지속 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구강건강증진에 큰 향

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보아 올바른 구강보건교육

을 통하여 구강건강지식을 높이고 구강건강에 심을 갖

게 하여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학 내의 

구강보건교육 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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