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구강건강 리방법은 숫자나 기호로 표기되는 객

인 구강건강 리와 구강건강에 한 인식이나생각에 따

른 결과로 나타나는 주 인 구강건강 리로분류할 수

있다. 한 구강건강상태는 객 구강건강상태와 주

구강건강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1]. 객 구강 건

강상태는 치과의사에 의해 객 평가 기 에 따라 평

가된 구강상태를 말하며, 주 구강건강인식은 본인

스스로 인지하는 구강건강상태를 말한다.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시되는 집단구강건강 리와 구강 생 리를

통해 스스로 구강을 리 할 수있는시기이기때문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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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vergence related factors of subjective oral care awareness 

in high school students. 218 data were analyzed; subjective oral care awareness were 3.59±0.44, significantly aff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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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으로 구강건강 리를 할 수 있다.

특히 주 구강건강에 한 인식은 구강건강 증진

행 에 향을 미치므로[2] 구강병 진행속도가 높은 청

소년기 고등학생들의 구강건강 리를 해선 주 구

강건강에 한 인식을 높여줘야 한다. 구강건강에 한

인식이 높아지면 구강건강 리를 철 하게 리할수 있

도록 태도가 변화되기 때문에 구강보건증진에 한 인식

변화가 매우 요하다. 따라서 자가구강건강 리법은

구강건강을 증진시켜 객 인 구강건강 리와 주

구강건강 리에 한 인식을 높여 주게 되어 구강을 건

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구강건강 리는 객 인 구강상태뿐만 아니라 주

인 구강상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구강건강 리 인식은

객 인 방법으로 근하는 방법보다 주 인 구강건

강 리방법이 더 효과 일 수 있기때문에 개인구강건강

리에 한 인식을 향상시켜 주 구강 리에 한

인식을 높여 다[3].

특히 고등학생들은 입시에 한 만성 인 스트 스를

받고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구강 리인식을 높

여줘 개인의 구강건강을 증진시켜주고 건강 리에 한

인식을 높여 줘야 한다. 학생들은 5월에 실시되는 학교

구강검진시기에 구강병 이환 정도에 한객 인 정보

를 구강검진표로 통보받지만 연속되는 수업과 방과 후

수업 등으로 구강건강 리의 태도로 이행되어지기는 쉽

지 않다. 반면, 학생들에게 올바른 구강건강 리방법을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설명해주고 구강건강 리에 한

인식을 높여 수 있는 융복합 요인을 찾아서 제시해

다면 객 인 구강상태의 지표로 제시해주는 것보다

더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구강건강 리는 구강건강에 한 인식과 경험을 통해

나타나며[4-7] 구강건강에 한 인식과 경험은 계속구강

건강 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 구강건강증진에 요

한 역할을 하게 된다[8].

한 주 구강건강 리인식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므로[9] 고등학생들이 올바른 구강건강 리방법

으로 개인구강건강 리를 효과 으로 리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주 구강건강인식수 과 련요인 분석과

삶의 질에 한 연구[9], 주 구강건강 인지에 향을

미치는 융합 요인[2], 학생의 주 구강건강 인지

지각이 구강건강증진행 에 미치는 요인[2,10],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주 구강건강상태와 삶의 질 연구[11],

군인들의 구강건강인식과 삶의 질 련 연구[12]등이 생

애주기별로 연구되어 구강건강 리에 많은 심과 연구

가 되어 왔으나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구강 리인식에

따른 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입시일정에 맞춰 수능을 치룬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구강 생 리능력을 높여주고 구강건강 리에

도움을 주고자 교과 외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구강보건교

육을 실시하면서 주 구강 리방법에 효과 인 융복

합 요인을 악하고 학생들의 구강 리인식을 높여주

고자 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구강건강 리방법에

한 인식수 이 어느 정도인지, 구강 리 방법에 한

심이 무엇인지에 한 요인을 악해보고자 학생들의 주

구강 리인식에 한 융복합 요인의 련성을 분

석하여 고등학생들의 주 구강 리 인식을 높여주고

올바른 구강건강 리방법을 제시해 주고자 본 연구를 진

행하게 되었다.

2. 연 대상  

2.1 연 대상  연 도  

본 연구는 2017년 12월 원주시에 소재한 W 고등학교

3학년 220명을 상으로 실시하 고, 설문지 작성이 미

비하거나 미응답한 2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18부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 으며, 일반 인 특성 6문항, 구강 련요

인 7문항, 구취 련요인 5문항, 주 구강 리인식도 7

문항으로 각 문항은 국민건강 양조사 구강검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Table 1. Research item variables 

General
characteristics

Family members

Monthly allowance

Religion

Eating out per month

Oral related
factors

Orthodontic appliance

Dental treatment experience

Scaling experience

Smoking & Drinking alcohol experience

Oral car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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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   료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통계 로그램은 SPSS

software program (SPSS 20.0, SPSS Inc., Chicago,

USA)이었고, 통계 유의성 검정을 한 유의수 은

0.05이었다. 분석기법으로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구

강 련요인, 구취 련요인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을

시행하 다. 일반 특성, 구강 련요인, 구취 련요인에

따른 주 구강 리인식도를 악하기 하여 t-test

와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 으

며, 사후분석으로 Scheffe multiple range test를 시행하

다. 주 구강 리인식도에 향 요인분석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 다.

3. 연 결과

3.1 적 특 에  주 적 강 리 식도

일반 특성에 따른 주 구강 리인식도는 Table

2와 같다. 일반 특성 동거 가족 수는 ‘3명’이 47.9%

로 가장 많았고, 한 달 용돈은 ‘5만원 미만(36.2%)’, ‘10만

원 이상(32.4%)’,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31.5%)’ 순이

었다. 종교는 ‘유’ 38.1%, ‘무’ 61.9%이었고, 한 달 외식 횟

수는 ‘2-3회’가 42.3%로 가장 많았다. 패스트푸드 섭취횟

수는 ‘2회미만’이 53.9%, ‘2회 이상’이 46.1%이었고, 탄산

음료 섭취횟수는 ‘주 1회’가 41.0%로 가장 많았다.

주 구강 리인식도는 3.59±0.44 이었고, 일반

특성 종교, 패스트푸드 섭취횟수, 탄산음료 섭취횟수

가 주 구강 리인식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종교가 있는 경우 주 구강 리 인식도가 높

게 나타났고(p=.034), 패스트푸드 섭취횟수가 ‘2회 미만’

인 경우 ‘2회 이상’보다 주 구강 리인식도가유의하

게 높았다(p=.000). 탄산음료 섭취횟수가 ‘주 1회’인 경우

나머지 군보다 주 구강 리인식도가 높게 나타나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4).

3.2 강 련 에  주 적 강 리 식도

구강 련요인에 따른주 구강 리인식도는 Table

3과 같다. 구강 련요인 교정장치장착 여부의 경우

‘무’가 92.7%로 나타났으며, 치과치료 경험은 ‘유’가

89.0%로 나타났다. 스 링 경험은 ‘유’ 43.3%, ‘무’ 56.7%

로 나타났으며, 흡연 경험은 ‘무’가 91.0%로 나타났고, 음

주 경험은 ‘무’가 87.1%이었다. 칫솔질 횟수는 ‘3회 이상’

이 55.0%, 구강 생용품 사용은 ‘1개’가 60.1%로 가장 많

았다.

구강 련요인 칫솔질 횟수가 주 구강 리인식

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3회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 ‘1회 미만’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48).

3.3 취 련 에  주 적 강 리 식도

구취 련요인에 따른주 구강 리인식도는 Table

4와 같다. 구취 련요인 ‘입 냄새 제거를 해 칫솔질

을 한다’는 ‘그 다’가 66.8%로 가장 많았고, ‘내 자신의

입 냄새로 고민한다 ’는 ‘그 지 않다’가 49.1%로 가장 많

았다. ‘친구의 입 냄새로 괴롭다’의 경우 ‘그 지 않다’가

41.7%로 가장 많았고, ‘가족의 입 냄새로 괴롭다’는 ‘그

지 않다’가 65.6%로 가장 많았으며, ‘나는 입 냄새에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한 ‘그 지 않다’가 42.9%로 가장 많

았다.

구취 련요인에 따른주 구강 리인식도는 ‘입 냄

새 제거를 해 칫솔질을 한다’ 의 경우 ‘그 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보통’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2), ‘내

자신의 입 냄새로 고민한다’ 경우 ‘그 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 ‘그 다’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친구의 입 냄새로 괴롭다’경우 ‘그 다’가 가장 높게 나

타나 ‘보통’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3), ‘가족의 입

냄새로 괴롭다’는 ‘그 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보통’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Halitosis related
factors

Tooth brushing to eliminate bad breath

I suffer from my own bad breath

Friend’s bad breath are discomfort.

I suffer from my family’s bad breath

I don’t care about bad breath

Subjective oral
care awareness

The mastication of tooth important

Teeth should be taken care of during
preschool.

I put in effort for dental care everyday.

I think my teeth is healthy.

I will have topical fluoride application done in
my teeth.

Teeth should be taken care of through out
life.

I will have scaling done regul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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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bjective oral care aware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subjective oral care awareness

M±SD t/F(p)

N 207(100) 3.59±0.44

Number of family

＜ 2 79(36.7) 3.57±0.39

0.443
(0.643)

3 103(47.9) 3.60±0.47

4 ＜ 33(15.3) 3.66±0.45

Monthly Allowance

５milion won　 77(36.2) 3.67±0.47

1.504
(0.225)

＜ ５milion won-10million > 67(31.5) 3.54±0.35

10 million ＜ 69(32.4) 3.59±0.45

Religion
Yes 82(38.1) 3.68±0.44 2.135

(0.034)No 133(61.9) 3.54±0.43

Eating out

1 46(21.6) 3.65±0.44

0.600
(0.550)

2-3 90(42.3) 3.56±0.46

4 ＜ 77(36.2) 3.60±0.43

Fast food intake
＜ 2 117(53.9) 3.70±0.46 3.942

(0.000)　2 ＜ 100(46.1) 3.47±0.39

Carbonated Drinks

1 / per week 89(41.0) 3.71±0.42a

5.738
(0.004)

2-3 / per week 80(36.9) 3.51±0.43b

4 ＜ / per week 48(22.1) 3.50±0.45b

Table 3. Convergence related factors of subjective oral care awareness

Classification N(%) M±SD t/F(p)

Orthodontic appliance
Current 16(7.3) 3.58±0.44 -0.074

(0.941)Never 202(92.7) 3.59±0.44

Dental treatment experience
Current 194(89.0) 3.59±0.43 0.000

(1.000)Never 24(11.0) 3.59±0.49

Scaling experience
Current 93(43.3) 3.65±0.47 1.703

(0.090)Never 122(56.7) 3.55±0.41

Smoking habits
Current 19(9.0) 3.53±0.44 -0.537

0.592)Never 192(91.0) 3.59±0.44

Drinking alcohol
habits

Current 28(12.9) 3.52±0.46 -0.885
(0.377)Never 189(87.1) 3.60±0.44

Toothbrushing

≤1 19(8.7) 3.44±0.45a

3.083
(0.048)

2 79(36.3) 3.53±0.47ab

3≤ 120(55.0) 3.66±0.41b

Oral care devices

Never 32(14.7) 3.67±0.37

2.056
(0.131)

1 131(60.1) 3.54±0.42

2≤ 55(25.2) 3.6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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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alitosis related factors of subjective oral care awareness

Classification N(%) M±SD F(p)

Tooth brushing to eliminate bad
breath

Yes 145(66.8) 3.67±0.39a

6.714
(0.002)

Average 53(24.4) 3.42±0.48b

No 19(8.8) 3.50±0.52ab

I suffer from my own bad breath

Yes 36(16.5) 3.58±0.41a

9.182
(0.000)

Average 75(34.4) 3.43±0.37ab

No 107(49.1) 3.71±0.46b

Friend’s bad breath are discomfort.

Yes 51(23.4) 3.76±0.50a

6.109
(0.003)

Average 76(34.9) 3.48±0.37b

No 91(41.7) 3.58±0.42ab

I suffer from my family’s bad breath

Yes 12(5.5) 3.73±0.44a

7.174
(0.001)

Average 63(28.9) 3.42±0.35b

No 143(65.6) 3.66±0.45ab

I don’t care about bad breath

Yes 39(18.0) 3.60±0.42

2.262
(0.107)

Average 85(39.2) 3.51±0.43

No 93(42.9) 3.65±0.45

Table 5. Affection factors of subjective oral care awarenes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lassifica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td. Error β

Fast food intake -0.092 0.039 -0.161 -2.347 0.020

Tooth brushing to eliminate bad
breath

0.121 0.030 0.267 4.040 0.000

I suffer from my own bad breath -0.132 0.029 -0.318 -4.601 0.000

Friend’s bad breath are discomfort. 0.057 0.027 0.148 2.092 0.038

Carbonated Drinks -0.078 0.033 -0.161 -2.378 0.018

Religion 0.117 0.059 0.131 1.988 0.048

F= 10.105 Adjusted R


= 0.228

* p<.05, Meaningless value statistically is not shown on the table(p>.05).

3.4 주 적 강 리 식도에 향  미  

주 구강 리인식에 향을 미친 요인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Table 5에서와 같이

모형에 한 합 도는 F값이 10.105, 유의확률은

0.000(p<.05)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구강 리인식에 향을 미친 요인은패스트푸드 섭

취횟수, 탄산음료 섭취횟수, 종교이었고, 구취 련 요인

‘입 냄새 제거를 해 칫솔질을 한다’, ‘내 자신의 입

냄새로 고민한다’, ‘친구의 입 냄새로 괴롭다’로나타났다.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섭취횟수가 증가할수록 주

구강 리인식이 낮게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 주

구강 리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입 냄새 제거를

해 칫솔질을 한다’거나 ‘친구의입 냄새로 괴롭다’고 생각

할수록 주 구강 리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내

자신의 입 냄새로 고민한다’ 고 생각할수록 주 구강

리인식도가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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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학업과 학입시 비로 개인

의 건강 리에 한 심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다. 물론 염병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성 질

환으로 이환되면 즉시 치료를 실시하겠지만질병을 방

하기 해서 병원을 방문하거나 방 차원에서 진단을

받을 시간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등학생들

의 만성질환을 치료하거나 방을 한진료를 실시하기

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질병발생 방차

원에서 건강 리에 한 인식을 높여주고올바른 건강

리 방법으로 생활양식과 행동변화를 유도하려면 자아의

식이 어느 정도 확립된 청년기가 가장 이상 이라고 할

수 있다[13].

구강건강은 의학 으로 보면 임상 으로 발생된 질병

에 한 평가보다 본인 스스로 인식하는 주 구강건

강 리 인식이 건강에 한 보다 정확한 측요인이 될

수 있으며[3], 주 건강수 은 사회경제 요인에 의

해 향을 받는다고 보고 된 바와 같이[13] 본 연구에서

도 일반 특성에 따른 주 구강 리인식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종교가 있는 경우 주

구강 리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고(p=.034), 패스트

푸드 섭취횟수가 낮은 경우, 탄산음료 섭취횟수가 낮은

경우 주 리인식도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4). 종교와 구강건강 련성 연구는 재

까지 이 진 바 없으나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는 종교

를 가진 학생들이 주 구강건강인식도가높게 나타났

으므로 향 후 결과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연구가 계속 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구강 련요인에 따른 주 구강 리인식도에 미치

는 요인으로는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13] 본

연구도 치과치료 경험은 ‘유’가 89.0%로 나타나 구강검진

요인이 주 구강건강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스 링경험은 ‘유’ 43.3%, 흡연 경험은 ‘무’가 91.0%이

었으며, 음주는 87.1%로 흡연이 구강건강에 향을 미친

다는 선행 연구와 다르게 분석되었다[14]. 이와 같은 결

과는 고등학교 교내에서 실시된 설문 결과로 학생들이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단된다. 구강 생용

품 사용은 ‘1개’가 60.1%로 가장많았다. 구강 련요인

칫솔질 횟수가 3회 이상이가장높게나타나주 구강

리인식도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선행 연

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도 칫솔질 시간이 주 구강건

강 리 방법으로 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15].

구취 련요인에 따른 주 구강 리인식도는 ‘입냄

새 제거를 해 칫솔질을 한다’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나(p=.002), 일부 치 생학과 학생들을 상

으로 한 연구에서 구취유무에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

로 보고된 바와는 일치되지는 않았으나[16] 선행 연구에

서는 구강 생 리방법에 한 강의와 실습을 수행하는

치 생과를 공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로 상자들

이 사 에 구강 리 방법이 학습되어 있을 것으로 측

되어 본 연구와 다른 결과로 나타났을 것으로 본다. 한

본 연구에서는 ‘내 자신의 입냄새로 고민한다’가유의한

차이가 있으며(p=.000). ‘친구의 입 냄새로 괴롭다’의 경

우(p=.003), ‘가족의 입 냄새로 괴롭다’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사회는 인간 계가 다양해지면서 입냄새로 인하

여 본인 는 타인에게심리 불안감과 불편감을 수

있기 때문에 구취에 한 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구

취는 환자의 연령이나 성별, 칫솔질 횟수, 구취를 유발하

는 간식섭취 여부 등에의해유발되어사회생활 정신

건강에는 매우 큰 향을 미친다[17]. 본 연구에서도 구

취발생을 억제하기 해 칫솔질 횟수를 높여주고 타인의

입냄새에 해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어 심리 불안감과

불편감을 나타냈다. 과거 연구에 의하면 인구의

50-65%가 구취로 인해 고민하거나 고통을 받은 이 있

다고 보고된 바 있어[18], 구취로 인한 불편감은 계속 증

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구취교육에 한 경험과 1일 칫솔질 횟수와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보고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주 구강 리인식도에 향을 끼친 요인에서 구취교

육 경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9]. 구취를

제거하기 해 칫솔질 횟수가 3회 이상이 경우가 주

구강건강 리 인식이 가장 높게 조사되어 개인 구강건강

리 방법이 주 구강 리인식의 요인으로 작용된 것

으로 보 다.

청소년기 고등학생들은 학교 입시를 한 비로

하루 일과가 곧 학교생활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시

기에 학생들이 올바르게 정착된 구강건강습 은 주

구강건강 리에 한 인식의 결과로 평가될 것이다. 구

강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처음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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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이므로 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것이 요

하다. 치료 이후에 지속 인 방 리 한 재발방지를

해 필수 이므로[20-22] 구강건강에 한 인식을 높여

주고자 자가구강 리과정에서의 주된 심사가 무엇인

지 교육자가 같이 고민해주고 삶에서 구강의 역할이 얼

마나 요한지, 구강보건에 한 요성을 인식시켜 줘

야 한다. 한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

내용은 주 구강건강 리에 향을 주는요인을 사

에 악하여 청소년기 학생들의 구강건강 리를 효과

으로 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와 어떤 내용으로

구강보건교육을 개해야 하는지 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W고등학교 학생을 상으로 교과 외 수업

시간인 구강보건교육시간에 총 218부 설문지로 일반

요인에 따른 주 구강 리인식도의 특성 6문항, 구강

련요인 7문항, 구취 련요인 5문항, 주 구강 리인

식도 7문항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주 구강 리인식도는 3.59±0.44 이었고, 일반

특성 종교가 있거나, 패스트푸드 섭취횟수가 낮

거나, 탄산음료 섭취횟수가 낮으면 주 구강

리인식도 높게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2. 구강 련요인에 따른 주 구강 리인식도는 교

정장치 장착의 경우 ‘무’가 92.7%, 치과치료 경험은

‘유’가 89.0%로 나타났다. 스 링 경험은 ‘유’ 43.3%,

흡연 경험은 ‘무’가 91.0%, 음주 경험은 ‘무’가

87.1% 이었다.

3. 칫솔질 횟수는 ‘3회 이상’이 55.0%로 가장 많았고,

구강 생용품 사용은 ‘1개’가 60.1%로 구강 련요

인 칫솔질 횟수가 주 구강 리인식도와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48).

4. 구취 련요인에 따른 주 구강 리인식도는 ‘입

냄새 제거를 해 칫솔질을 한다’, ‘내 자신의 입 냄

새로 고민한다’, ‘친구의 입 냄새로 괴롭다’ ‘가족의

입 냄새로 괴롭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보통’과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결과 으로 주 구강 리인식에 향을 미친 요인

은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섭취횟수가 낮을수록, 칫솔질

횟수가 높은 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을수록 주 구강

리인식이 높게 나타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고

등학생들의 구강 리인식도에 향을 끼치므로 본 연구

와 같이 다양한 내용으로 구강 리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REFERENCES

[1] J. H. Jang, S. H. Baik, A. J. Kim, S. H. Jong, O. S. Kim

& S. H. Kim (2006). Association between denture

satisfaction and perceived oral health among the elderly

with removable dentur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Vol.30, No.4, pp. 438-446.

[2] S. A. Lim (2017). Convergence factors of subjective oral

health awareness perception on oral health improvement

behavior in som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8(11), 167-175.

https://doi.org/10.15207/JKCS.2017.8.11.167

[3] A. H. Song & H. S. Kim. (2017).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Oral Health Cognition Using 6th

Sixth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Dat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9), 49-57.

https://doi.org/10.15207/JKCS.2017.8.9.049

[4] S. U. Yoon & S. J. Jang. (2016) Convert gent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of health-related and health unrelated

majors university students in some area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1), 97-104.

[5] S. J. Jang. (2016).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functional oral health literacy,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of som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2), 69-75.

[6] Y. J. Choi. (2016). Converged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Beliefs, Oral Disease Preventive Intention and

Oral Disease Preventive Activities in Partial Middle

Aged Adul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4), 209-215.

[7] S. U. Yoon & E. S. Lee. (2017). Convergence research on

tooth brushing behavior and oral health status of

university students and foreign students in Some area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3), 71-78.

[8] Y. R. Choi, H. J. Kim, E. M. Choi & Y. S. Lee. (2017).

The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on Incremental Oral



한 합학회논문지 제9  제11호134

Health Care Experience in Some Local Adul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6), 131-138.

https://doi.org/10.15207/JKCS.2017.8.6.000

[9] J. H. Kim, M. H. Hong & M. A. Jeong. (2010).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of health related and health

unrelated majors university students in some area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 57-67.

[10] B. S. Kim. (2018). The impact of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and self-efficacy on fear of intimacy among

university of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 59-65.

https://doi.org/10.15207/JKCS.2018.9.1.059

[11] K. S. Paek. (2017). A Convergence Study about Influences

of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and Oral Health

Literacy on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Elderly in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2), 101-107.

https://doi.org/10.15207/JKCS.2017.8.12.101

[12] M. K. Kang, H. Y. Seo & Y. R. Choi. (2017). The

Convergence effect of oral behavior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soldier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9), 151-159.

https://doi.org/10.15207/JKCS.2017.8.9.151

[13] K. H. Lee. S. K. Kim. (2013). A study relationship

between dental health perception and practice of college

stud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3(5):845-53.

http://dx.doi.org/10.13065/jksdh.2013.13.05.845

[14] S. J. Kim, K. S Han. (2012).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oral symptoms and smoking, drinking of high

school students in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3), 553-562.

[15] M. H. Jung, S. S. Kim, Y. S. Kim & E. S. Ahn. (2014).

Relationship of socioeco-nomic status to self-rated oral

health. J. of dental hygiene science, 14(2), 207-213.

[16] A. N. Yeo & S. Y. Lee. (2017). The Convergent Effect

of oral Health Education Feedback Using Qrayca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3), 73-70.

[17] Y. J. Han & S. E. Moon. (2017).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status and subjective oral malodor in public

health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7(6), 1195-2 06.

[18] H. K. Hong, E. M. Choi, S. R. Lee & Y. S. Kim. (2018).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4), 99-110.

https://doi.org/10.15207/JKCS.2018.9.4.099

[19] J. Y. Kim, J. S. Lee & J. H. Jeon.(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alitosis developments and oral

environment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0(2), 101-7.

[20] Y. J. Doe, M. G. Ji & M. H. Yun. (2018). Association

between cognition of periodontal disease periodontal

patient, life stress and oral heath related quality of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3), 53-62.

[21] Fardy. P. S, White. R. E, Calrk. L. T, Amocio. G,

Hurster. M.H, McDermott. M. H & Magel. J. R. (1995).

Health promotion in minority adolescents: A health

people 2000 pilot study. journal of Cardiopulm

Rehabilitation, 15(1), 65-72.

[22] M. G. Ji. (2017). Relationships among Self-Efficacy and

Self-Resilience, Oral Health Promotion Lifestyle in Som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6), 69-78.

조 민 진(Min-Jin Cho)                            [정회원]

․2014년 2월 : 연세 학교 일반

학원 보건 리학과(보건 리학과

석사)

․2018년 2월 : 원 학교 일반

학원 보건학과 수료

․2016년 3월 ～ 재 : 경동 학교

치 생학과 시간강사

․ 심분야 : 치 생학, 구강보건학, 융합

․E-Mail : chominjin1@nate.com

최  미(Eun-Mi  Choi)                         [정회원]

․1995년 8월 : 고려 학교 교육

학원 교육방법(교육학석사)

․2007년 8월 : 연세 학교 치과

학원 치과생체재료학과(치의학박

사)

․1995년 3월 ～ 2012년 8월 : 경복

학교 치 생과 교수

․2012년 9월 ～ 재 : 경동 학교 치 생학과 교수

․ 심분야 : 치 생학, 치의학, 융합

․E-Mail : emchoi@kduniv.ac.kr



원주시 W고등학생  주 적 강 리 식과 복합적 에 대한 연 135

김  희(Young-Hee Kim)                     [정회원]

․1991년 8월 : 연세 학교 보건

학원 공 보건 공(보건학석사)

․2016년 8월 : 서울 학교 치과

학원 방치과(치의학박사)

․1988년 3월 ～ 2014년 2월 : 동우

학교 치 생과 교수

․2014년 3월 ～ 재 : 경동 학교 치 생학과 교수

․ 심분야 : 치 생학, 치의학, 융합

․E-Mail : kyh@kduniv.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