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오늘날 융복합 시 에 속한 경제발 으로 인하여

다양한 직업과 더불어 근로자의 역할은 매우 요하다.

근로자가 근무 산업재해에 의한 응 상황이나 구강병

으로 인하여 결근을 하거나 근로시간의 업무에 장애를

받는다면 이는 생산성에 있어서 기업이나 국가 으로도

복합시대 주 역시  경미 원  

강보건행태에 한 조사연

최 실
원대학  치 생학과

A Study on Oral Health Behavior of Sanitation Workers in Gwangju 

Convergence era 

Moon Sil Choi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ongwon University

  약 연구는 환경미화원의 구강건강행태를 악하여 산업구강건강 증진을 한 정책 방향의 기 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 역시 일부 지역 환경미화원을 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 79부를 분석하 다. 연구결과 스 일링 경험 80%에 비해

구강보건교육 경험은 약 25%로 나타났다. 구강 생 리는 학력, 고용형태, 근무년수와 계가 있었다. 치주상태는 고졸이상

에서 ‘시린이’와 ‘잇몸부음’ 증상이 높게 나타났고,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치주상태가 ‘보통’이거나 “나쁨‘으로 인식하 다.

따라서 다양한 노동자 환경미화원을 상으로 분석한 것에 하여 의의가 있으며, 환경미화원의 환경을 잘 고려하여 구

강보건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극 이고 융복합 인 로그램을 개발하여 산업구강건강증진을 한 다양한 노력과 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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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기 때문에 구강건강은 개인뿐 아니라가정과 기업

의 매우 요한 요소이다. 강과 이[1]의 보고에 의하면 노

동자의 구강병으로 인한 결근 경험률은 21.6%이고, 한

구강병으로 인한 연간 1인당 평균 결근일수와 조퇴일수

는 0.15일과 0.24일로 활동제한을 갖는다고 하 다[2].

근로자의 구강병 리는 구강질환을 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치아기능을 재활시키는 활동으로 치

아수명을 연장하고 구강건강을 증진·유지시킴으로서 사

업장과 기업의 발 에 기여하는 제반행 이다[3]. 이를

해 우리나라 구강검진 제도는 산업안 보건법에 직업

특수건강검진은 유해성에 따라 6개월, 사업장 근로자

는 연 1회,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씩 구강검사를 시

행하고 있다[4,5]. 질병 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6]에

의하면 구강검진 수검률은 2014년 약 33%에 불과하다.

한국산업구강보건원은 근로자 구강건강증진을 하여

구강건강 증진사업 수혜자율 60%, 구강보건교육 수혜자

율 90%로 증가시키기 하여 구강보건행태 구강건강

미래 략 목표를 마련하 다[7]. 이와 같이 사업장의 구

강보건 리는 매우 요하며[8], 근로자의 건강한 구강상

태 유지를 하여 효율 인 방안이 필요하다.

직업 수 에 따른 불평등 황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육체 종사자가 비육체 종사자에 비해구강건강 문제

를 경험할 험이 높았고, 불건강한 행태를 경험할 험

이 비교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9]. 한 일반사

업장 근로자 구강보건교육을 한 교육목표개발에서 구

강보건교육 무경험자가 87.9%로 조사되었다. 이는 그러

한 환경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으로 받

아들여진다[10].

특히다양한 직업 업무상 직무 스트 스가많은 환

경미화원은 작업수행 시 반복 이고 강도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작업장소와 이동범 가 넓어 움직임이

많으며 산업재해율이 16.8%로 체 산재율보다 24배 높

게 나타내고 있다[11,12].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한 사회 편견은 많은데 심과 배

려가 부족하다.

환경미화원과 련된 이 연구들은 환경미화원의 건

강과 안 보호를 한 제안[13], 거리 환경미화원의 직무

스트 스와 근골격계 련[14], 환경미화원의 작업별 산

업재해 발생행태[15], 주시 환경미화원의 구강보건의

식과 행동[11] 등이있으나 가장 기 인 구강 리실태

와 원인에 한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의 구강건강에 한

실태를 악하고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특성을 고려하

여 구강보건교육의 기회와 구강건강을 증진시킬 산업구

강보건 정책방향의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는 환경미화요원을 심으로 구강보건 실태를

악하기 한 구체 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특성, 스 일링·구강보건교육 경

험 여부를 악한다.

2)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구강 리 행동을

악한다.

3) 상자의 주 치주상태와, 치주상태에 한 주

인식에 하여 악한다.

2. 연 대상  연

2.1 연 대상  료수집

2017년 9월 21일 주 역시 일부( 산구 21개동)에서

근무하는 시설 리공단 환경직근로자 소속 140명을 상

으로 하 다[16]. 직장인 사증후군 리 로그램 의

하나인 근로자를 한 구강건강강좌 참석자 100명 설

문조사에 동의한 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 과 조사내용

과 윤리에 한 제반 사항을 설명한 후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 다. 불성실한 답변이거나

미 회수된 설문지 21부를 제외한 79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2.2 연

본 연구의 도구는 심[17]이 사용한 ‘일부 산업체 근로

자의 치주질환 리 인식에 한 조사’ 설문지에 근거하

여 본 연구에 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설

문지의 내용은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구강보

건실태, 재 자신의 잇몸상태와 치주질환에 한 인식

의 척도로 구성하 다. 일반 특성 7문항, 치과경험 행

동과 구강보건 리행동이 포함된 구강보건실태 16문항,

잇몸상태와 치주질환에 한 인식 9문항으로 구성하

다. 인구사회학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 , 결혼

유무, 월평균소득, 고용형태, 근무년수 등을 악하 다.

치과경험 행동으로 스 일링과 구강보건교육을 받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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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 으며, 구강보건 리 행동으로

는 하루 칫솔질 횟수, 칫솔질 시기, 칫솔질 강도, 칫솔질

시간, 칫솔질 방법, 불소치약 사용 유무, 세정 유무,

재 사용하고 있는 구강 생용품은 무엇인지를 질문하

다. 한 턱 질환의 증상경험과 잇몸질환과 치주질

환에 한 인식에서는 재 자신의 잇몸상태, 자신의 잇

몸에 한 생각, 잇몸질환이 나타나는 이유, 잇몸이 아

때 어떻게 하는지에 한 질문으로 총 32문항이었다.

2.3 료

분석은 SPSS windows ver. 22.0(SPSS Inc. Kor)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ANOVA, 교차분석(x2-test)을 사

용하 으며 통계 유의성 검정을 한 유의수 은 0.05

이었다.

3. 연 결과

3.1 적 특

Table 1과 같이, 성별은 모두 남자 고, 연령은 50 가

44.3%로 가장 많았다. 결혼 여부는 기혼이 89.9%로 많았

으며, 학력은 졸이하가 22.8%, 고졸 50.6%, 문 졸

이상이 26.6%이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75.9%, 비정규

직 24.1%, 월 평균소득은 2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

19%, 300만원이상 81% 다. 근무기간은 5년 이상이

68.4%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79)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

Sex Male 79 100

Age

30-39 9 11.4

40-49 29 36.7

50-59 35 44.3

60-69 6 7.6

Marital status
single 8 10.1

Married 71 89.9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8 22.8

= High school 40 50.6

College≤ 21 26.6

Forms of employment
Formal job 60 75.9

Non-formal job 19 24.1

Month mean income
201-300 15 19.0

301≤ 64 81.0

Working period
< 5 years 25 31.6

5 years< 54 68.4

3.2 스케 링· 경험 여

Table 2와 같이 일반 특성에 따른 스 일링과 교육

경험 여부에서 기혼자 62명(78.5%), 정규직 51명(64.6%),

학력은 고졸 36명(45.6%), 월평균소득 300만원이상 57명

(72.2%), 5년이상 근무자 47명(59.5%), 50 30명(38.0),

40 25명(31.6%)에서 스 일링 경험이 있었다.

구강보건교육경험 여부는 기혼자 22명(27.8%), 정규

직 20명(25.3%), 월평균소득 300만원이상 21명(26.6%),

근무년수 5년이상 20명(25.3%), 연령 40 와 50 18명

(22.8%)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다.

3.3 강 리행동

3.3.1 하루 칫 질 수

Table 3과 같이 하루 칫솔질 횟수는 40 (2.62±0.97),

30 (2.56±1.13), 50 (2.17±0.74) 순으로 나타났고, 학력

은 고졸(2.58±0.87), 문 졸 이상(2.52±0.92) 순으로 통

계 으로 유의하 다. 근무년수는 5년이상에서(2.35±0.95),

2∼5년(2.35±0.74)으로 나타났다.

3.3.2 적 특 에 따  1  칫 질 시기

Table 4와같이 1일칫솔질시기는 주로 40∼50 에서

녁식후 43명(54.4%), 아침식 42명(53.2%), 아침식후

26명(31.9%), 취침 20명(25.3%), 심식사 후 19명

(24.1%)이었다.

근무년수는 5년이상 녁식후 37명(46.8%), 아침식

36명(45.6%), 아침식후 22명(27.8%), 취침 16명(20.3%),

심식후 15명(19.0%), 2∼5년은 아침식 15명(19.0%),

녁식후 13명(16.5%) 순이었다.

3.3.3 칫 질 강도  칫 질 시간

Table 5와 같이 칫솔질 강도는 고졸이나 문 졸이

상에서 ‘약간 힘을 주어 부드럽게 닦는다’ 51명(64.5%)이

었으며 체 으로 2∼3분 닦는다고 응답하 다.

월평균 소득 300만원이상 46명(58.2%)이 ‘약간 힘을

주어 부드럽게 닦는다’로 응답하 고, 3분 31명(39.2%), 2

분 23명(29.1%) 순이었다.

근무년수는 5년이상 37명(46.8%), 2∼5년 16명(20.3%)

로 ‘약간힘을 주어 부드럽게 닦는다’고 응답하 고, 3분

24명(30.4%), 2분 18명(22.8%) 순으로 응답하 다.

연령 에서는 40∼50 에서 ‘약간 힘을 주어부드럽게

닦는’다 44명(55.6%), 3분 28명(35.4%), 2분 24명(30.4%)

로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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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caling·education experience                                                                N(%)

Division Scaling experience Education experience

Yes No Yes No

Marital status

Married 62(78.5) 9(11.4) 22(27.8) 49(62.0)

Single 7(8.9) 1(1.3) 3(3.8) 5(6.3)

p 0.734 0.493

Forms of employment

Formal job 51(64.6) 9(11.4) 20(25.3) 40(50.6)

Non formal job 18(22.8) 1(1.3) 5(6.3) 14(17.7)

p 0.247 0.393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4(17.7) 4(5.1) 10(12.7) 8(10.1)

= High school 36(45.6) 4(5.1) 10(12.7) 30(38.0)

College≤ 19(24.1) 2(2.5) 5(6.3) 16(20.3)

p 0.381 0.046

Month mean income

201-300 12(15.2) 3(3.8) 4(5.1) 11(13.9)

301≤ 57(72.2) 7(8.9) 21(26.6) 43(54.4)

p 0.286 0.449

Working period

<2 years 5(6.3) 0 1(1.3) 4(5.1)

2-5 years 17(21.5) 3(3.8) 4(5.1) 16(20.3)

5 years< 47(59.5) 7(8.9) 20(25.3) 34(43.0)

p 0.661 0.318

Age

30-39 8(10.1) 1(1.3) 2(2.5) 7(8.9)

40-49 25(31.6) 4(5.1) 8(10.1) 21(26.6)

50-59 30(38.0) 5(6.3) 10(12.7) 25(31.6)

60-69 6(7.6) 0(0) 5(6.3) 1(1.3)

p 0.800 0.043

Table 4. Time of teeth brush1)

Variable Division

Before breakfast After breakfast After lunch
After

snack
After dinner

Before

bedtime

Age

30-39 7(8.9) 5(6.3) 2(2.5) 0 7(8.9) 2(2.5)

40-49 18(22.8) 15(19.0) 13(16.5) 1(1.3) 21(26.6) 8(10.1)

50-59 24(30.4) 11(13.9) 6(7.6) 1(1.3) 22(27.8) 12(15.2)

60-69 4(5.1) 2(2.5) 1(1.3) 0 4(5.1) 2(2.5)

P 0.842 0.308 0.083 0.918 0.780 0.881

Working period

<2 years 2(2.5) 4(5.1) 3(3.8) 0 4(5.1) 1(1.3)

2-5 years 15(19.0) 7(8.9) 4(5.1) 1(1.3) 13(16.5) 7(8.9)

5 years< 36(45.6) 22(27.8) 15(19.0) 1(1.3) 37(46.8) 16(20.3)

P 0.327 0.182 0.203 0.696 0.811 0.790
1) : over-wrapping response(duplicate response)

Table 3. Number of brushings per day

Variable Division N M±SD t or F P

Age

30-39 9 2.56±1.13 1.650 0.185

40-49 29 2.62±0.97

50-59 35 2.17±0.74

60-69 6 2.17±0.4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8 1.78±0.54 6.185 0.003

= High school 40 2.58±0.87

College≤ 21 2.52±0.92

Working period

<2 years 5 2.8±0.44 0.600 0.551

2-5 years 20 2.35±0.74

5 years< 54 2.35±0.95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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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rushing strength and brushing time 
Brushing strength Brushing time

softly
gentle with a
little force

give me
strength

p 3 min 2 min 1 min p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9(11.4) 7(8.9) 2(2.5) .000 9(11.4) 4(5.1) 5(6.3) .132

= High school 2(2.5) 37(46.8) 1(1.3) 16(20.3) 17(21.5) 7(8.9)

College≤ 4(5.1) 14(17.7) 3(3.8) 9(11.4) 10(12.7) 2(2.5)

Month mean
income

201-300 2(2.5) 12(15.2) 1(1.3) .802 3(3.8) 8(10.1) 4(5.1) .132

301≤ 13(16.5) 46(58.2) 5(6.3) 31(39.2) 23(29.1) 10(12.7)

Working period

<2 years 0 5(6.3) 0 .427 2(2.5) 3(3.8) 0 .423

2-5 years 2(2.5) 16(20.3) 2(2.5) 8(10.1) 10(12.7) 2(2.5)

5 years< 13(16.5) 37(46.8) 4(5.1) 24(30.4) 18(22.8) 12(15.2)

Age

30-39 1(1.3) 8(10.1) 0 .472 3(3.8) 6(7.6) 0 .238

40-49 5(6.3) 22(27.8) 2(2.5) 11(13.9) 14(17.7) 4(5.1)

50-59 9(11.4) 22(27.8) 4(5.1) 17(21.5) 10(12.7) 8(10.1)

60-69 0 6(7.6) 6(7.6) 3(3.8) 1(1.3) 2(2.5)

P>0.05‘

3.3.4 적 특 에 따  칫 질 

Table 6과 같이 칫솔질 방법에서 50 29명(36.7%),

40 21명(26.6%)에서종마법을 이용하고 있었고, 50 7

명(20.7%), 40 9명(11.4%)이 횡마법을 이용하고 있었다.

근무년수는 5년이상에서 43명(54.4%) 종마법, 12명

(15.2%) 횡마법을 이용하고 있었다. 학력은 고졸에서 31

명(39.2%) 종마법, 13명(16.5%)이 횡마법을 이용하고 있

었다.

3.3.5 적 특 에 따  강 리행동

Table 7에서 보면 불소치약을 사용하고 있는 연령은

40∼50 에서 28명(35.5%)으로 나타났고, 5년이상 경력

자에서 23명(29.1%), 고등학교이상 졸업자에서 25명

(31.7%), 정규직에서 24명(30.4%)으로 나타났고, 연령 ,

근무년수, 교육수 , 고용형태의 응답자에서 불소치약을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도 20%정도 나타났다.

‘ 세정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57명(약 72%)에

서 하고 있다고 응답하 다.

3.3.6 적 특 에 따  강 생보조용품 사용

Table 8과 같이 구강 생보조용품 사용에서는 연령

별, 근무년수별, 교육수 별, 고용형태별로 40∼50 에서

치간칫솔 24(30.4%), 치실 14(17.8%), 5년이상 근무자에

서 치간칫솔 18(22.8%), 치실 17(21.5%), 고졸에서 치간

칫솔 과 치실이 13(16.5%) 사용하고 있었다.

3.4 치주상태

3.4.1 주 적 치주상태

Table 9와 같이 교육수 에서 본 치주상태는 ‘잇몸에

서 피가 난다’ 는고졸에서 11명(13.9%)으로가장 많았고,

‘치아가 시리다’ 문 졸 이상 14명(17.7%0, 고졸에서 13

명(16.5%) ‘잇몸이 가끔 붓는다’ 고졸에서 14명(17.7%),

‘이가 흔들려 빠진 이 있다’ 12명(15.2%)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과 련하여 300만원 이상 에서 ‘치아가

시리다’ 24명(30.4%), ‘잇몸이 가끔 붓는다’ 18명(22.8%)

‘이가 흔들려빠진 이 있다’ 15명(19.0%)으로 나타났다.

근무년수에서 본 치주상태는 ‘치아가 시리다’ 5년이상

17명(21.5%), 2∼5년 13명(16.5%), ‘잇몸이 가끔 붓는다’

14명(17.7%), ‘이가 흔들여 빠진 이 있다’ 11명(13.9%)으

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잇몸에서 피가난다’ 50 10명(12.7%),으

로 나타났고, 40 와 50 에서 각각 ‘치아가 시리다’ 각

12명(15.2%), ‘잇몸이 가끔 붓는다’ 10명(12.7%)으로 나타

났다. ‘이가 흔들여 빠진 이 있다’ 50 에서 10명(12.7%)

로 나타났다.

3.4.2 치주상태에 대한 주 적 식

Table 10과 같이치주상태에 한 주 인식은 연령

구분에서는 50 25명(31.6%) 40 14명(17.7%)에서 구

강상태가 ‘보통’ 50 9명(11.4%), 40 10명(12.7%)에서

‘나쁘다’고 응답하 고, 모든 연령 에서 ‘보통’ 46명

(58.2%) ‘나쁨’ 25명(31.6%) 이라고 인식하 다.

정규직에서 ‘보통’ 35명(44.3%), ‘나쁨’ 17명(21.5%), 월

평균 소득 300만원이상에서 ‘보통’ 40명(50.6%), ‘나쁨’ 17

명(21.5%), 근무년수 5년이상에서 ‘보통’ 33명(41.8%), ‘나

쁨’ 17명(21.5%)으로 인식하 다. 고졸이상에서 ‘보통’ 35

명(44.3%), ‘나쁨’ 19명(24%)으로 나타났다. 잇몸질환이

나타나는 이유는 잘 모른다 47명(59.5%)으로 나타났다.

치아가 아 때의 행동은 치과에 간다 40명(50.6%)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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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Brushing method

Variable rolling up&down bass horizontal pons do not know

Age

30-39 2(2.5) 8(10.1) 0 3(3.8) 2(2.5) 1(1.3)

40-49 1(1.3) 21(26.6) 1(1.3) 9(11.4) 0 2(2.5)

50-59 0(0) 29(36.7) 0 7(20.7) 1(1.3) 2(2.5)

60-69 0(0) 4(5.1) 0 2(2.5) 0 0(0)

P 0.083 0.680 0.810 0.700 0.020 0.852

Working period

<2 years 1(1.3) 4(5.1) 0 2(25) 1(1.3) 1(1)

2-5 years 1(1.3) 15(19.0) 0 7(8.9) 0 0

5 years< 1(1.3) 43(54.4) 1(1.3) 12(15.2) 2(2.5) 4(5.1)

P 0.324 0.937 0.917 0.425 0.112 0.219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0 15(19.0) 1(1.3) 3(3.8) 0 0

= High school 0 31(39.2) 0(0) 13(16.5) 2(2.5) 4(5.1)

College≤ 3(3.8) 16(20.3) 0(0) 5(6.3) 1(1.3) 1(1.3)

p 0.049 0.862 0.736 0.426 0.631 0.331

Table 7. Oral health care behavior
Use fluoride toothpaste Tongue cleaning

Variable Yes No Yes No

Age

30-39 1(1.3) 2(2.5) 6(7.6) 7(8.9) 2(2.5)

40-49 16(20.3) 6(7.6) 7(8.9) 24(30.4) 5(6.3)

50-59 12(15.2) 12(15.2) 11(13.9) 23(29.1) 12(15.2)

60-69 3(3.8) 1(16.7) 2(2.5) 3(3.8) 3(3.8)

P 0.163 0.267

Working period

<2 years 1(1.3) 0 4(5.1) 4(5.1) 1(1.3)

2-5 years 8(10.1) 6(7.6) 6(7.6) 17(21.5) 3(3.8)

5 years< 23(29.1) 15(19.0) 16(20.3) 36(45.6) 18(22.8)

P 0.229 0.272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7(8.9) 6(7.6) 5(6.3) 9(11.4) 9(11.4)

= High school 16(20.3) 9(11.4) 15(19.0) 29(36.7) 11(13.9)

College≤ 9(11.4) 6(7.6) 6(7.6) 19(24.1) 2(2.5)

p 0.886 0.019

Forms of employment

Formal job 24(30.4) 17(21.5) 19(24.1) 43(54.4) 17(21.5)

Non formal job 8(10.1) 4(5.1) 7(8.9) 14(17.7) 5(6.3)

p 0.810 0.558

Table 8. Use oral hygiene products

Variable Division products

Floss silk Interdental tooth brush Mouse rinse Tongue cleaning Electronic brush

Age

30-39 5(6.3) 1(1.3) 0(0) 0(0) 0

40-49 7(8.9) 12(15.2) 1(1.3) 3(3.8) 3(3.8)

50-59 7(8.9) 12(15.2) 6(7.6) 2(2.5) 0(0)

60-69 2(2.5) 2(2.5) 1(1.3) 0(0) 1(1.3)

P 0.181 0.424 0.203 0.610 0.127

Working period

<2 years 1(1.3) 2(2.5) 0(0) 0(0) 0(0)

2-5 years 3(3.8) 7(8.9) 2(2.5) 2(2.5) 0(0)

5 years< 17(21.5) 18(22.8) 6(7.6) 3(3.8) 4(5.1)

P 0.341 0.952 0.733 0.655 0.377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1.3) 8(10.1) 6(7.6) 1(1.3) 0(0)

= High school 13(16.5) 13(16.5) 1(1.3) 4(5.1) 4(5.1)

College≤ 7(8.9) 6(7.6) 1(1.3) 0(0) 0(0)

p 0.071 0.552 0.001 0.309 0.128

Forms of employment

Formal job 16(20.3) 24(30.4) 7(8.9) 3(3.8) 4(5.1)

Non formal job 5(6.3) 3(3.8) 1(1.3) 2(2.5) 0(0)

p 0.614 0.044 0.379 0.347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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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ubjective periodontal status

Variable Division periodontal status

Gingiva bleeding sensitive Gum itchy Gum edema Shake los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5(6.3) 5(6.3) 0(0) 1(1.3) 3(3.8)

= High school 11(13.9) 13(16.5) 1(1.3) 14(17.7) 12(15.2)

College≤ 2(2.5) 14(17.7) 1(1.3) 9(11.4) 6(7.6)

p 0.239 0.016 0.641 0.027 0.552

Month mean income

201-300 5(6.3) 8(10.1) 1 6(7.6) 6(7.6)

301≤ 13(16.5) 24(30.4) 1 18(22.8) 15(19.0)

p 0.279 0.261 0.257 0.368 0.207

Working period

<2 years 1(1.3) 2 0 2 1

2-5 years 7(8.9) 13(16.5) 1 8(10.1) 9(11.4)

5 years< 10(12.7) 17(21.5) 1 14(17.7) 11(13.9)

p 0.320 0.33 0.696 0.449 0.098

Age

30-39 2(2.5) 7(8.9) 0(0) 4(5.1) 3(3.8)

40-49 4(5.1) 12(15.2) 1(1.3) 10(12.7) 8(10.1)

50-59 10(12.7) 12(15.2) 1(1.3) 10(12.7) 10(12.7)

60-69 2(2.5) 1(1.3) 0(0) 0(0) 0(0)

p 0.497 0.067 0.918 0.290 0.481

Table 10. Subjective perception of periodontal status

Variable Division status

Poor Usually Health p

Age

30-39 3(3.8) 4(5.1) 2(2.5)

0.224
40-49 10(12.7) 14(17.7) 5(6.3)

50-59 9(11.4) 25(31.6) 1(1.3)

60-69 3(3.8) 3(3.8) 0(0)

Forms of employment
Formal job 17(21.5) 35(44.3) 8(10.1)

0.183
Non formal job 8(10.1) 11(13.9) 0(0)

Month mean income
201-300 5(6.3) 6(7.6) 4(5.1)

0.048
301≤ 20(25.3) 40(50.6) 4(5.1)

Working period

<2 years 1(1.3) 2(2.5) 2(2.5)

0.2412-5 years 7(8.9) 11(13.9) 2(2.5)

5 years< 17(21.5) 33(41.8) 4(5.1)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6(7.6) 11(13.9) 1(1.3)

0.009= High school 11(13.9) 28(35.4) 1(1.3)

College≤ 8(10.1) 7(8.9) 6(7.6)

4. 고찰

국민의 생활수 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한 심

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생활에 장애가 없이 건강한 생활

을 유지하기 해서 구강건강은 매우 요한 요소이다.

근로자의 구강건강 리를 효율 으로 함으로써 구강병

으로 인하여 생산성 하를 막고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증진·유지시키기 한 산업구강보건의 요성과 심이

더욱 증 되고 있다. 강과 이[1]와 오와 이[2]의연구에서

나타난바로 노동자가 구강병으로 인한 결근율이 6.2%이

며 그 구강병으로 인해 직무에 제약을 받은 비율이

31.3% 라고 하 다. Reisine[18]과 Feaver[19]의 연구에

서도 구강병으로 인한 작업손실을 보고한 바 있다. 정

[10]의 연구에서 일반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여

성에 비해 남성이 구강건강 문제로 업무에 제약을 경험

한 것으로 33.6%가 응답하 다. 한 근로자 계속구강

리를 통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치면세균막 지수가 감소

되는 효과의 결과에 의해 여성에 비해 남성이 구강 리

실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 다[20]. 특히 청소업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은 작업환경의 향으로 건강 리

를 한 행동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

다. 이에 환경미화원들의 구강건강행태를 악하고 구강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산업구강보건정책의 제도 개선

의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을 악한 결과

직업의 특성상 모두 남자 고, 연령 는 50 , 40 , 30

순이었고, 기혼자가 90% 으며, 고등학교졸업이상 77%,

정규직 76%, 월평균소득 300만원이상 81% 으며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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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근무자가 약 68% 다.

본연구 상자의스 링 경험은 기혼자에게서, 학력별

로는 고졸이상에서, 정규직에서, 월평균수익 300만원이

상에서, 근무5년차 이상에서, 스 일링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 78%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윤과

남[21]의 연구에서와 같았다. 서와 박[22]의 연구에서 스

일링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25.2%로 낮은

수치를 보 지만, 최근에는 스 일링이 보험화되고 홍보

도 많이 되어 많이 경험했으리라 사료되었다. 그러나 구

강보건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50∼60%나타났다. 체 으로스 일링 경험이 있는사

람이 칫솔질 교육을 받은 경험도 있는데[23] 이는 정[10]

의 연구 구강보건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근로자

87.9%, 김과 우의 연구[24]에서 구강보건교육 무경험자

가 89.4%로 나온 결과와 유사하 다. 최근 배[25]등의 연

구에서도 산업장 근로자들은 구강보건에 한 심과

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보건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라는 이유가 높게 나타나 산업장 근로자 상으

로 한 구강보건교육 로그램 개발과다양한 구강보건교

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직업 특성상 구강보건 리에 한

심으로 개인 으로 리를 잘 하고 있지만, 치석제거

가 건강보험화 되면서 스 일링 시구강보건교육의 부재

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무상 환경의 어려움으로 구강보

건교육을 받을 여건이 되지 못하는지에 하여 후속연구

가 필요하다.

1일 칫솔질 횟수는 40 (2.62±0.97), 50 (2.17±0.74)

연령 에서 1일 2회 정도 한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많았

고, 김[26]의 연구에서도 하루평균 칫솔질 횟수가 2.57회

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하 고, 연령이 낮을수록 칫솔

질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와 박[22]의 연

구결과와도 유사하 다. 한 교육수 에서 고졸이상

(2.58±0.87)과 근무년수 5년이상(2.35±0.95)에서 조 높

게 나타났다. 그러나 윤과 남[21]의 연구 칫솔질 횟수는

기혼일수록 하루 3회 이상으로 칫솔질이 높았고, 졸이

상에서하루 3회 이상 칫솔질이 52.2%로 높았다. 이와 조

[27]의 연구에서는 3회 이상이 54.6%로 나타나 조사한

연도에 따라 연구 상자들의 행태가 다르게나타나는 교

육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칫솔질 시기는 40∼50 연령에서 녁식사 후54.4%

로 가장 높아 남[11]등의 연구에서 68.1%로 김[28] 등의

연구에서 58.7%로 녁식사후 칫솔질 한다와 유사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김[26]의 연구에서는 아침식사

후가 가장 많았으며, 녁식사후, 심식사후 순으로 나

타났다. 심 과 우[29]의 연구 근로자와 한국성인의 구강

행태 분석에서 근로자의 취침 칫솔질 91.2%, 한국성인

49.8%로 취침 에 칫솔질을 하는 비 이 많았는데,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근무년수 5년 이상에서 녁식사 후 46.8%, 아침 식

45.6%, 아침 식후 27.8% 순으로 나타나 칫솔질 횟수와

시기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었다.

칫솔질 강도에서는 40∼50 에서 55.6%, 고졸 이상에

서 63.5%, 근무년수 5년 이상에서 46.8% 체 으로 ‘약

간 힘을 주어 부드럽게’ 닦고 있으며 체 으로 2∼3분

닦는다고 하 다. 이[25]의 연구에서 칫솔질 시간은 1∼2

분이 많은 수를 차지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조

사된 칫솔질 시간보다 조 늘었다. 교육홍보의 결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된다.

칫솔질 방법에서는 40∼50 에서 종마법(63.3%) 과

횡마법(32.1%)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김

[30]의 조사와 같았다. 이와 조[27]의 연구는 칫솔질 방법

은 회 법으로 49%로 나타나 시간이 흐를수록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는 하나 직종에 따라 교육이 미치지 못

하는 곳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되었다.

재 사용하고 있는 구강보조용품은 치간칫솔 30.4%,

치실 17.8%, 가 액 8.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조[27]

의 연구에서도 구강 생용품 사용자가 28.1% 정도로 사

용자가 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윤과 남[21]의 연구에서도 남성은 80%가 보조구강 생

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용자는 치실과

치간칫솔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학력이 고졸 이

상일 때 와 정규직일 때 치간칫솔 사용자가 높았으며 통

계 으로 유의하 다. 김[26]의 연구에서는 보조구강

생용품 사용자가 37.7%로 연구 상자의 평균 연령이

33.9세로 43%의 구강보건교육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 교육의 환경과 기회가 더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구강보건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의 로그램과 기회가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구강건강의 증진을 해서는 구강 생용품

을 필수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교육해야 할

것이다[31]. 재 자신의 잇몸 상태는 5년 이상 경력자에

서 ‘잇몸에서 피가난다’, ‘이가 시리다’, ‘잇몸이 가끔 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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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홍[32]의 연구에서처럼 치주질환

에 한 자각증상의 내용과 유사하 다. 본 연구 상자

연령 가 40∼50 가 많으며 치주질환이 진행될 시기

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다소 나타날 수 있으리라 사

료 되었다.

일반 특성에 따른 치주상태에 한 주 인식에

서는 50 40 순으로 구강상태가 보통이거나 나쁘다고

응답하 고 모든 연령 에서 부정 으로 인식하 다. 심

과 우[29]의 연구에서도 주 구강건강 상태가 ‘좋지않

다’ 라고 인식한 근로자 39.5%에서, 국민건강 양조사 제

3기[33]에서 성인인구의 1/3이 자신의 구강건강에 하

여 나쁘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Wamala 등

[34]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 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치과의료에 한 근성이 떨어지므로 구강건

강이좋지 않은 원인이 된다고 하 다. 문[35]등은 1일 근

무시간과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구강건강상태에 한

자신감이 없어지고 심각성을 더 느낀다고하 으며 야간

근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정신과 심리가 나쁜 향으로

미칠 수 있다고 하 다.

기혼이 미혼에 비해,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정규직

일수록, 교육수 이 높을수록 구강건강 실천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지[36] 등의 연구에서

도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구강보건실천행동이 높다고

하 고, 구강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구강건강 실천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37]의 연구에서처럼 직장

생활의 연한이 길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구강에

한 심이 많고 직장구강검진을 받을가능성이 높았다

고 주장한 것처럼 근무환경과도 련이있다고 사료된다.

Reisine 과 Miller[38]는 노동손실의 가장 요한 측요

인은 구강진료기 방문수와 노동손실의 경험과 연령,

사회 계 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결과 으로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치과이용의 근성

을 높여 구강건강 리를 함으로서 유익함의가치를 알려

주고 구강병 방행동이 자신의 신건강에도 유익하다

는 재 로그램이 요하므로[39] 올바른 구강 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강보건 리 로그램을 통

하여 지식과 태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0]. 향후 연구는 실질 으로 용할 수 있는 교육과 융

합 로그램을 활용한 연구도 필요하겠다.

이 연구의 제한 으로는 연구 상자에 하여

G·Power 에 의해 표본수가 계산되어야 하나 일부 지역

근로자 구강건강 강좌에 참석한 상자를 상으로 연구

하게 되어 표본수에 못 미치게 되었다. 한 연구로인해

수집된 정보에 개인정보법 제23조에 따른민감정보가 포

함되어 있지않은 경우이므로 인간 상 연구이나 IRB 승

인을 생략하 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욱 많은 표본수를

확보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근로자 에 열악

한 환경미화원을 상으로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역시 일부 구 지역의 인원만을 상으로 하 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주 역시 일부 ( 산구)에서 근무하는시

설 리공단 환경직근로자의 구강보건 리 행태를 조사

분석하여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증진·유지시킬 수 있는

로그램 산업구강보건 정책에 필요한 기 자료를 마

련하고자 환경미화원 79명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스 링과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에서 스 일링을

경험한 사람은 약 80% 정도 많았으나 구강보건교

육을받은 경험이있는사람은 약 25% 정도로나타

났다.

2. 1일 칫솔질 횟수는 40 에서(2.62±0.97,）학력은 고

졸에서(2.58±0.87), 근무년수는 2년미만에서

(2.8±0.44) 근무년수가 작을수록 칫솔질 횟수가 많

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3. 1일 칫솔질 시기는 40∼50 에서 녁식후 43명

(54.4%), 아침식 42명(53.2%), 아침식후 26명

(31.9%), 취침 25.3% 순으로 나타났다.

4. 칫솔질 강도와 시간은 고학력일수록, 월 300만원이

상, 5년이상 근무자, 40∼50 연령 에서 ‘약간 힘

을 주어 부드럽게 닦는다’ 고 하 다.

5. 칫솔질 방법에서는 40∼50 에서 63.3% 가 종마법

과 횡마법 16명(32.1%) 사용으로 나타났다.

6. 구강 리행동으로 40 이상, 5년이상 근무자, 고졸

이상, 정규직 약 30% 이상에서 ‘불소치약을 사용’하

고 있으며, 약 60% 이상에서 ‘ 세정을 하고 있다’

고 하 다.

7. 구강 생용품 사용에서는 40∼50 에서 치간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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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치실 17.8%, 가 액 8.9% 순으로 학력이 높

을수록, 근무년수가 많을수록 정규직일 때 높게 나

타나 통계 으로 유의하 다.

8. 일반 특성에 따른 주 치주상태에서 시린이

와 잇몸부음의 자각증상이 고졸이상에서 높게 나

타나 통계 으로 유의하 다.

9. 치주상태의 주 인식은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보통’ 50.6% 이거나 ‘나쁨’으로 인식하여 통계 으

로 유의하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환경미화원의 구강보건

리 행태는 근무환경에 의한 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구

강 생 리가 원활하지 않고 이로 인해환경미화원 자신

들도 구강 생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

라서 환경미화원의 환경을 잘 고려하여 구강보건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극 이고 융복합 인 구강보건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산업구강건강의 증진을 한 다양한

노력과 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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