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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구강건강신념이 구강건강증진행 에 미치는 융합요인 연구로서 2017년 11

월 21일 구강보건교육 후 연구목 과 방법을 설명하고동의한학생 160명을최종분석하 다. 일반 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증진행 는 t-test, one-way ANOVA,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test로 분석하

으며, 구강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융합요인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구강건강신념은 3.61 으로 유익

성 4.06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건강증진행 는 3.25 이었다. 구강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융합요

인은 요성(β=0.396), 심각성(β=0.306), 장애성(β=-0.170), 감수성(β=-0.210)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의 구강건강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구강보건교육이 매우 요하며, 구강건강증진행 를 한 다양한

구강보건교육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주제어 : 고등학생, 구강건강, 구강건강증진행 , 신념, 융합

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oral health beliefs of some high school third graders on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After the oral health education on November 21, 2017, 160 students who explained and agreed

on the study purpose and method were final analyzed. Oral health belief and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with t-test, one-way ANOVA, and the correlation with

Pearson's correlation test. The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oral health promotion were perform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oral health promotion were perform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ral health belief was the highest with 3.61 points, with 4.06 points of benefit, while oral health

promotion with 3.25 points.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oral health improvement were shown as susceptibility

(β=-0.210), salienece(β=0.396), seriousness(β=0.306), and barrier(β=-0.170). To explore ways to change the oral

health beliefs of high school students, the school district health education is very important, and various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s to promote oral health promotion should be developed.

Key Words : Convergence, High school student, Oral health, Belief, Oral health improvement behavior

*Corresponding Author : Sun-A Lim(givesuna@nate.com)

Received February 1, 2019

Accepted March 20, 2019

Revised February 25, 2019

Published March 28, 2019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9. No. 3, pp. 120-127, 2019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3.120



융합정보논문지 제9권 제3호121

1.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 ․정신 ․심리 ·사회 인 변화와

과도한 학업 등에 한 스트 스를 받는 시기이며, 이에

처하는 능력이 다소 미비하여 생애주기에서 갈등이

많이나타나는시기로볼 수 있다[1]. 인문계 고등학생들

의 경우 입시로인한 3년의시간동안 시험에 부담감,

학 진학 문제, 입시에 한 두려움 등의 많은 어려움으

로 정신 인 스트 스를많이 받고 있다[2]. 이때형성된

생활습 이 건강과 구강건강에 한 태도가 형성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며, 성인기 이후 건강한 삶의 근원이

되기도 하므로 방이 필요하다[3]. 치아우식병과 치주

병과 같은 구강병은 만성질환으로 신건강에 향을

주기도 하며[4],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을때에는 삶의

질이 낮아진다고 하 다[5]. 청소년 시기는 간식섭취와

횟수가 잦아지며 인스턴트 음식에 많이 노출되어 치아

우식병이 발병하기 쉽고 사춘기성 치은염의 증상이 나

타나므로 구강건강 리가 필요한 요한 시기로 여겨진

다[6]. 구강건강에 한 지식과 다양한 정보는 개개인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며 조기에 구강병을 방함으로

구강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7]. 구강건강신념은 태도

와 신념을 사회심리학 인 평가항목에서 다양한 으

로 사용되고 있으며[8], 개인의 사회심리 인 태도와 상

태에 따라 향을 받기도 하고, 태도와 신념은 행동을

하는 기본 제 조건으로 구강건강증진행 에 향력을

래할 수 있다[9].

정기 인 검진을 통하여 방이 가능한 치아우식병과

치주병의 경우 시기를 놓치는 경향이 있으며 개개인의

지각된 구강건강신념이 결여된 구강건강신념이 방

건강행동에 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구

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 리의 련성을 분석하여 올바

른 구강건강신념을 갖게 하는 것이 요하다고 한다

[10]. 구강건강증진행 란 구강병이 발생하기 방을

통하여 계속 인 구강건강을 유지하는 행 로, 자기자

신이 스스로 구강건강에 한 책임을 지니고 올바른 구

강건강 리를 한 노력이 실하며 구강건강상태를 인

지하고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의료서비스의 기회를

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11]. 사회심리학 문헌에서는

신념과 행 는 직 인 련이 깊고, 개인의 신념과 태

도의경우 행 를 측할 수 있는 연 성이 있다고 하

다[12]

구강건강에 한 선행연구는 청소년을 상으로 구강

건강증진행 [13-15]와 건강신념모형을 용한 구강건

강증진행 를 연구한 논문[6,16]은 진행되고 있다. 구강

건강 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남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증진행

의 융합 요인에 한 논문은 다소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고등학생 구강건강신념을 높이고, 올바른 지

식과 태도의 변화를 갖게 하여 구강건강증진을 향상시

키기 한 기 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1 연구목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상으로 구강

건강신념이 구강건강증진행 에 미치는 융합요인을 찾

고자 실시하 으며, 구체 인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증진행 를 분석한다.

둘째, 일반 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

증진행 를 분석한다.

셋째,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증진행 의 상 계를

살펴본다.

넷째, 구강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융합 요인을

분석한다.

2. 연구 상 방법

2.1 연구 상

본 연구는 G지역 I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상으로

구강보건교육 후 윤리 인 부분을 고려하여 담임교사의

조를 받아 자발 으로 동의한 학생에게 연구목 과

방법을 설명하고 직 서명 날인 후 자기기입식 설문지

를 작성하도록 하 으며, 2017년 11월 21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상자 표본수는 G*Power 3.1 로그램을 이

용한 결과 유의수 α=0.05, 효과의 크기는 간정도

=0.25, power=0.95로정하여 산출되어진 표본수는 146명

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7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를 시행하 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160부

(94.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2.2 연구도구 방법

2.2.1 연구도구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구강건강신념과구강건강증

진행 에미치는융합요인을알아보기 하여일반 특

성 5문항, 구강건강증진행 12문항(식습 , 칫솔질,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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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제거경험, 주기 인검진 치료, 구강보건교육), 구강

건강신념은 감수성 5문항, 요성 4문항, 심각성 5문항,

장애성 5문항, 유익성 5문항으로 총 41문항을 구성하

다. 구강건강신념은Becker[17]에 의해제시된 모형을기

본으로, 박[6]이 사용했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

하 고,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증진행 는 Likert 5

척도를 사용하여 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신념과 구강

건강증진행 는 높은 것으로 평가하 다. 장애성의경우

역으로 수를 부여하여 수가 낮을수록 구강건강신념

이 높다고 보았다. 구강건강신념의 Chronbach′s α는

0.732, 구강건강증진행 의 Chronbach′s α 0.847이었다.

2.2.2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용 소 트웨어

SPSS(SPSS 18.0, USA)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 고, 구강

건강신념정도는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일반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증

진행 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분석

후 유의성이 있는 부분을 Scheff test로 사후검정 하

다.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증진행 와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test로 분석하 다. 구강건강증진

행 에 향을 미치는 융합요인을 악하기 해서는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3.1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

연구 상자의일반 인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격은

간에서 47.5%, 학업성취도는 간수 에서 51.3%, 경

제상태는 에서 66.9%, 하루평균수면시간은 6-7시간에

서 28.1%, 흡연경험여부는 아니오가 73.8%로 높게 나타

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Character

Extroversion 49(30.6)

Middle 76(47.5)

Introverted 35(21.9)

Academic achievement

High 56(35.0)

Middle 82(51.3)

Low 22(13.8)

Economic status

High 34(21.3)

Middle 107(66.9)

Low 19(11.9)

Sleep time(hour)

<5 37(23.1)

5-under6 43(26.9)

6-under7 45(28.1)

7< 35(21.9)

Smoking history
No 118(73.8)

Yes 42(26.3)

Total 160(100.0)

3.2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증진행

구강건강신념은 3.61 으로하 요인은Table 2에서보

는 것처럼 감수성 3.00 , 요성 3.37 , 심각성 4.00 ,

장애성 3.62 , 유익성 4.06 으로 나타났으며, 구강건강

증진행 는 3.25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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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ral health belief and oral health improvement behavior

Variable M±SD Total

Susceptibility 3.00±1.07

3.61±0.40

Salience 3.37±0.86

Seriousness 4.00±0.73

Barrier 3.62±1.02

Benifit 4.06±0.56

Oral health improvement behavior 3.25±0.67

3.3 일반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증진행

일반 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신념은 Table 3과 같다.

구강건강신념의하 요인에서심각성(p<0.05)은성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강건강증진행 는 성격

(p<0.01), 학업성취도(p<0.01), 경제 상태(p<0.05)에서유

의한 차이를 보 다.

Table 3. The difference of subjective oral health belief and oral health improvement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Susceptibility Salience Seriousness Barrier Benifit

Oral health

improvement

behavior

Character

Extroversion 2.79±1.30 3.51±1.04 4.24±0.69a 3.49±1.28 4.03±0.56 3.54±0.72a

Middle 3.00±0.87 3.30±0.69 3.84±0.68b 3.68±0.85 4.08±0.54 3.13±0.62b

Introverted 3.27±1.07 3.34±0.92 4.01±0.81ab 3.65±0.96 4.06±0.59 3.09±0.61b

t or F

(p-value*)

2.115

(0.124)

0.866

(0.422)

4.698

(0.010*)

0.563

(0.571)

0.103

(0.903)

7.285

(0.001*)

Academic

achievement

High 2.87±1.30 3.49±1.01 4.04±0.80 3.50±1.13 4.11±0.54 3.40±0.77a

Middle 3.02±0.89 3.38±0.63 3.99±0.66 3.72±0.95 4.01±0.57 3.25±0.51a

Low 3.23±1.02 3.04±1.10 3.93±0.83 3.53±0.99 4.11±0.52 2.86±0.82b

t or F

(p-value*)

0.948

(0.390)

2.124

(0.123)

0.184

(0.832)

0.886

(0.414)

0.721

(0.488)

5.263

(0.006**)

Economic status

High 2.80±1.44 3.66±1.19 3.96±0.96 3.28±1.26 4.14±0.43 3.50±0.93a

Middle 3.02±0.88 3.30±0.70 3.96±0.66 3.71±0.90 4.04±0.60 3.17±0.54b

Low 3.21±1.24 3.28±0.91 4.25±0.61 3.68±1.12 4.06±0.50 3.28±0.74ab

t or F

(p-value*)

0.989

(0.374)

2.512

(0.084)

1.340

(0.265)

2.291

(0.105)

0.398

(0.672)

3.179

(0.044*)

Sleep time(hour)

<5 3.25±1.28 3.41±1.13 3.94±0.97 3.36±1.23 3.96±0.55 3.19±0.88

5-under6 2.96±1.00 3.49±0.73 3.90±0.60 3.72±0.96 4.13±0.52 3.25±0.57

6-under7 2.95±1.02 3.41±0.73 4.14±0.61 3.89±0.80 4.17±0.56 3.29±0.57

7< 2.85±0.95 3.14±0.81 3.99±0.72 2.58±1.04 3.94±0.58 2.25±0.69

t or F

(p-value*)

0.971

(0.408)

1.147

(0.332)

0.889

(0.448)

2.486

(0.063)

1.915

(0.129)

0.150

(0.929)

Smoking history

No 3.00±1.04 3.40±0.82 4.03±0.72 3.62±1.07 4.07±0.54 3.33±0.68

Yes 3.00±1.15 3.30±0.96 3.91±0.76 3.61±0.87 4.05±0.600 3.01±0.60

t or F

(p-value*)

-0.018

(0.986)

0.651

(0.516)

0.848

(0.398)

0.024

(0.981)

0.185

(0.854)

2.706

(0.008**)

*by t-test or one-way ANOVA
abThe same characters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post hoc Scheff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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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증진행 의 상 계

구강건강신념과구강건강증진행 의상 계에서는Table

4와 같다. 심각성과 감수성은 음의 상 계(r=-0.182,

p<0.05)를 보 으며, 장애성과 감수성은 음의 상 계

(r=-0.174, p<0.05)가 나타났고, 구강건강증진행 는 감수성

에서는음의상 계(r=-0.286, p<0.01)를보 다. 심각성과

요성은양의상 계(r=0.298, p<0.01)가나타났다. 구강건

강증진행 와 요성에서는 양의 상 계(r=0.495 p<0.01)

가 나타났다. 장애성과 심각성은 양의 상 계(r=0.259

p<0.01)가나타났으며, 구강건강증진행 와심각성에서도양

의 상 계(r=0.417 p<0.01)가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oral health belief and oral health improvement behavior

Variables Susceptibility Salience Seriousness Barrier Benifit
Oral health

improvement behavior

Susceptibility 1

Salience -0.149 1

Seriousness -0.182* 0.298** 1

Barrier -0.174* 0.153 0.259** 1

Benifit 0.095 0.026 -0.011 0.003 1

Oral health

improvement behavior
-0.286** 0.495** 0.417** 0.006 0.088 1

*p<0.05,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3.5 구강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융합 요인

구강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융합요인을 분석하

고자 구강건강증진행 를 종속변수로 하고 다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이 감수성(β=-0.210),

요성(β=0.396), 심각성(β=0.306), 장애성(β=-0.170)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 결정계수 값은 0.392(39.2%)이었다.

선정된 독립변수 구강건강신념(감수성, 요성, 심각

성, 장애성)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증진행 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Variables B SE β t p-value*

Constant 1.373 0.440 3.119 0.002**

Susceptibility -0.133 0.041 -0.210 -3.230 0.002**

Salience 0.311 0.052 0.396 5.961 0.000***

Seriousness 0.283 0.063 0.306 4.501 0.000***

Barrier -0.113 0.044 -0.170 -2.586 0.011*

Benifit 0.123 0.077 0.102 1.607 0.110

R2=0.392, Adj.R2=0.372, F=19.82(p<0.001***)

*p<0.05, **p<0.01 ***p<0.001 by multiple regression

4. 고안

청소년 시기는 구강건강지식이나구강건강신념을통하

여 올바른 구강건강에 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

하며[18], 구강병을 방하기 하여 올바른 구강 리를

할 수있도록 지식·태도·행동의 변화를일으켜 일생동안

살아갈때에 스스로 구강 리를 할 수 있는 노력을 가하

는 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19]. 이에 인문계 남자 고

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구강건강신념과 구강

건강증진행 미치는 융합요인을 찾고자 실시하 다.

올바른 구강건강신념과 구강보건 지식이나 태도 행

동의 변화를 갖게하여 구강건강을 방할 수 있는 다양

한 구강보건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 인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상자의 구강건강신념은 총

3.61 이었으며, 하 요인에서는 유익성이 4.06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감수성이 3.00 으로 가장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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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구강건강신념은 김 등[20]은 연구에서는 3.61

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지만, 임[21]의 연구에서

는 2.99 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구강건강신념

체 으로 유익성이 높은 결과를 보 다[9,21,22]. 구강건

강증진행 는 3.25 으로 박[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

과를 보 으나, 임[23]은 2.79 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

다. 연구마다 상자가 다르기에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청소년 시 부터 올바른 구강건강신념을 갖게 하며 청

소년들이 스스로 구강건강상태에 인지할 수 있도록 다

양한 구강보건 로그램의 개발과 용되어진다면 구강

건강증진행 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 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신념을 살펴보면, 구강

건강신념 하 요인 심각성(p<0.05)은 성격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 고, 구강건강증진행 는 성격(p<0.01) 학

업성취도(p<0.01), 경제 상태(p<0.05)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감수성은 내향 인 성격에서 높게 나타났

으며, 요성과 심각성(p<0.05), 구강건강증진행 는 외

향 (p<0.01)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는 감수성

에서는 미흡한 수 에서 높았으며 요성과 심각성, 유

익성, 구강건강증진행 (p<0.01)는 우수한 수 에서 높

게 나타났다. 경제 인 상태는 감수성과 심각성은 하에

서, 요성과 유익성, 구강건강증진행 (p<0.05)는 상에

서 높은 결과를 보 다. 박[6]의 결과에서도 학업성 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신념의 요성을 느낀다고 하 으며,

감수성의 경우 학업성 이 낮을 경우 감수성이 높았으

며, 구강건강증진행 한 학업성 이 높을 경우 높은

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상자의 학령별 연령

가 다르지만 학업성취도가 결국 구강건강신념에도

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 다. 감수성과 경제 인 상태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24]. 임[21]의 연구에

서는 흡연경험여부에서 유익성과 요성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흡연의 경우 구강건강

신념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지만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증진행

의 상 계에서는 심각성과 감수성은 음의 상 계를

보 으며, 심각성과 요성은 양의 상 계가 나타났

다. 장애성과 감수성은 음의 상 계를 보 고, 장애성

과 심각성은 양의 상 계가 나타났다. 구강건강증진

행 는 감수성에서는 음의 상 계를 보 고, 요성

과 심각성에서는 양의 상 계가 나타났다. 임[21]의

연구에서도 장애성과 감수성은 음의 상 계로 유사한

결과를 보 다. 구강건강신념과 구강 리행 와의 상

계에서 감수성, 심각성, 장애성, 유익성이높을 경우에

구강 리행 가 높은 결과를 보 다[23]. 구강건강증진

행 의 하 요인 감수성, 유익성, 요성이 유의한 결과

가 있었고, 유익성과 요함을 인식하듯이 청소년들에

게도 구강건강에 한 요성과 유익성을 인지할 수 있

는 구강보건교육들이 체계 으로 이루어진다면 구강건

강증진행 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임 등[24]의결과에서도 감수성과유익성이 높게 인식될

경우 치과방문할 확률이 높았고, 장애요인이 높게 나타

날 경우 치과방문할 확률이 낮다고 하 다. 이러한 부분

들이 구강건강증진행 에 포함하는 것으로 구강건강증

진을 활성화하는데 향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 인

구강검진과 치과방문을 통하여 스스로 구강상태를확인

하고 방할 수 있는 기회를 확 하고 구강건강신념을

형성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구강강 리를

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 로그램이 확 되어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강건강증진

행 에 향을 미치는 융합요인에서 감수성(β=-0.210),

요성(β=0.396), 심각성(β=0.306), 장애성(β=-0.170)으

로 나타났다. 감수성, 요성, 심각성, 장애성이 높을수

록 구강건강증진행 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임 등[24]

의 연구에서 감수성이 구강건강 리행동에 향을미치

는 것으로 보고하 다. 박[6]은 요성, 유익성, 민감성

요인이 구강건강증진행 에유의한 향을미친다고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감수성, 요성, 심각성, 장애성이

향을 미치고 유익성은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지

[25]의 연구처럼 유익성이 향상된다면 청소년들이 구강

건강신념이 올바른 태도와 건강의 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효과 인 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26], 정과윤[27]에서도 구강건강 심과 지식을 높을 경

우 구강건강증진행 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 다. 최

와 [28]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구강 리의

요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듯이 남학생들의 구강 리

는 여학생에 비해 미흡한 상태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

로 청소년들도 구강건강의 유익성을 인지하고 정

인 구강건강신념을 불러 일으켜 구강건강행 가 올바르

게 자리잡을 경우 평생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 인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G지역 I고등학교에서 학수학

능력시험 이후 학교 로그램으로 구강보건교육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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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시하 기에 상자가 3학년 남학생으로 한정되

었다. 체에게 용하기는다소 부족한 이 많아 일반

화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연구시에는 상자를 확 하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구강건강상태를

악하고 올바른 구강건강신념을 가지고 구강건강에 지

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체 인 교육

이 필요하며, 구강건강을 구강보건교육의 다양한 로

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5. 결론

G지역 I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상으로 구강보건교

육 후 담임교사의 조를 받아 자발 으로 동의한 학생

에게연구목 과 방법을설명하고 직 서명 날인후 자

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1. 구강건강신념에서는 3.61 으로 하 요인에서 감수성

은 3.00 , 요성 3.37 , 심각성 4.00 , 장애성 3.62 ,

유익성 4.06 이었으며, 구강건강증진행 는 3.25 으로

나타났다.

2. 일반 인특성에따른구강건강신념을살펴보면, 구강

건강신념 하 요인 심각성(p<0.05)은성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강건강증진행 는 성격(p<0.01), 학

업성취도(p<0.01), 경제 상태(p<0.05)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 다.

3.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증진행 의 상 계에서는

심각성과 감수성은음의상 계(r=-0.182, p<0.05)를 보

으며, 장애성과 감수성은 음의 상 계(r=-0.174,

p<0.05)가나타났고, 구강건강증진행 는감수성에서는음

의상 계(r=-0.286, p<0.01)를보 다. 심각성과 요성

은 양의 상 계(r=0.298, p<0.01)가 나타났다. 구강건강

증진행 와 요성에서는 양의 상 계(r=0.495 p<0.01)

가 나타났다. 장애성과 심각성은 양의 상 계(r=0.259

p<0.01)가 나타났으며, 구강건강증진행 와 심각성에서도

양의 상 계(r=0.417 p<0.01)가 나타났다.

4. 구강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융합요인 요성

(β=0.396), 심각성(β=0.306), 장애성(β=-0.170), 감수성

(β=-0.210)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고등학생들의 구강건강신념을 변

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구강보건교육이

매우 요하며, 구강건강증진행 를 한 다양한 구강

보건교육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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