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론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부터 국제결혼의 비율이 증

가 하여왔으며 재는 다양한 국 과 체류형태를 가진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연도별 외국인 황을 살

펴보면 2007년 722,686명, 2010년 1,139,283명, 2012년

1,409,577명, 2016년 1,764,664명으로 증가하 으며, 외국

인 비율은 체인구 비 2007년 1.5%에서 2016년 3.4%

로 2배 이상 증가하 다. 유형별 비율은 외국인 근로자

30.7%, 외국인 동포 13.4%, 결혼이민자 9.0%, 유학생

5.4%, 기타 21.6%이며, 국 별은 외국주민은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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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북미 4.6%, 유럽 2.5%, 아 리카 1.0%, 오세아니

아 0.4, 남미 0.2% 순으로 나타났다[1].

국내 병·의원을 이용하는 외국인 실환자 비 은 2013

년 0.45%, 2014 0.56%, 2015년 0.63%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 종별 외국인 환자 황에서치과병원의 실환자

는 2011년 2,219명, 2013년 3,513명, 2015년 5,162명으로 2

배 이상 늘어났고, 치과의원의실환자 수도 2011년 1,299

명, 2013년 2,543명, 2015년 3,155명으로 늘어났으며, 앞으

로도 더욱 증가될 것으로 망된다. 그러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 등록 황을 보면 치과병원 등록비율은

2013년 40.3%에서 2015년 37.1%로 어들었고, 치과의원

도 2013년 2.7%에서 2015년 2.5%로 어들었으며, 치과

병․의원 이용 외국인 실환자수에서 미국, 국, 일본,

러시아 등의 국가는 높게 나타났으나, 외국인 비율이 높

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의 외국인 치과 이용 비율은

매우 조하 다[2]. 이는 동남아시아 외국인들이 치과이

용 경험률이 낮고, 구강 생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구강건강 리를 소홀히 하거나, 경제 인 부담으로

인한 결과하고 생각된다. 2004년 8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의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용되었으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용 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법 으로 보호 받

지 못하는 실정이다. 치과 의료용 시 다른 문제 은 언

어의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 의료 용

어가 모국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용어를 이해하

기 어렵고[3], 처방약 복용이나 약국 이용 시 의사소통으

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4]. 선행연구에서

한국어 능력은 치과의료 이용 경험에 향을 주며[5], 한

국어 수 이 낮을수록 구강건강문해력도 낮게 나타났고

[6], 구강건강문해력이낮을수록 구강보건행태도 낮게 나

타났다[7]. 구강건강문해력은 구강건강을확인 하는데 필

요한 구강건강정보와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정도 이며, 공식 인 측정기구는 REALD-30(2007),

REALD-99(2007), Test of Functional Health Literacy in

Dentistry(2007), Oral Health Literacy Instrument(2009)

등[8]이 있으며, 구강건강의 정보에 한 이해능력이 낮

으면 치과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수 있

고 비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여성의 구강보건지식, 구강

보건행태, 구강건강문해력의 연 성을 악하고 이를 통

해 외국인 여성의 구강보건교육자료의 개발에기 자료

를 제공함으로써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 방법

2.1 연 계

본 연구의 목 은 외국인 여성의 구강건강문해력을

측정하여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와 구강건강문해

력의 연 성을 검증하기 함이다.

2.2 연 대상 

본 연구는 2018년 6월~2018년 9월 까지 경북 일부 지

역의 외국인 여성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즉시 회수하

으며, 선정된 다문화여성에게 연구목 과 취지를 설명하

고 연구 참여를 거부하는 상자는 제외 하 다. 다문화

여성의 한국어 수 은 사 섭외 시 한국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여성은 제외하 고,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여성을 상으로 하 다. 상자의 표본 수는 G*power

3.1.9.2를 이용하여 효과크기=0.5, 유의수 α=0.05,

power=0.95로 정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수는 200

장 이상이 요구되었으며 설문지 회수를 고려하여 250명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다. 회수된 설문지에서 결

측치가 있는 2장을 제외한 248장으로 최종 분석하 다.

2.3 연 방법

본 연구는 연구진행의 생명윤리 안 을 확보하기

하여 김천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의 승인

(GU-201709-HRa-07-03)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연구방

법은 구강보건지식 10문항, 구강보건행태 8문항, 언어

구강건강문해력 30문항,기능 구강건강문해력 5문항으

로 구성하 다. 구강보건지식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부여하여 정답의 합을 총 수 평가하 고, 구강보건행

태는 문항마다 , 아니오로 측정하 으며, 설문 문항은

정기 인 치과진료, 스 링 유무, 양치질습 , 치과방문

시기, 구강 생용품사용유무, 식이조 , 간식섭취횟수,

구강건강의 지식획득경로로 구성하 다. 언어 구강건

강문해력은 Wong 외[9]의 선행논문을 참고하 으며, 30

문항 치과의사 1인, 치 생학과 교수 2인 자문을 받고

한국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 7문항을 제외한 임상

치과에서 많이 사용 인 단어를 선택하여 임 란트, 크

라운, 진, 구취, 충치, 유치, 구치 문항을 추가하 다.

기능 문해력은 남궁 외[4]의 선행논문을 참고하여 독

해 역에서 치아홈메우기 1문항, 자료제시 역에서는

치약 사용법 1문항, 구강 생용품 1문항, 치과재료 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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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 으며, 수리 역에서는 발치후 주의사항(1문항)

으로 하 다.

2.4 문조사 방법

설문조사자는 설문조사 경력이 있는 치과 생사 2인

과 치 생학과 3학년 학생 3인으로 구성하 으며, 설문

조사 경력이 있는 치과 생사 2인이 학생 3인을 사 교

육훈련 하 다. 설문조사를수행하는 조사자 5인은 1:1에

서 1:3까지 설문지를배부하고 직 작성하도록 한 뒤 즉

시 회수하 다. 설문지는 설문조사 방법은 각 지역의 다

문화가족지원센터에 공문을 보낸 후 설문조사를 허락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모집공고를 하 으며, 다문화 여

성의 자발 인 참여로 진행되었다.

2.5 료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빈도분석을 하 고, 일반

인 특성에따른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 구강문해력

은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와 일원배치 분

산분석(one-way ANOVA analysis)을 실시하 으며, 구

강보건지식, 구간보건행태, 구강건강문해력은 상 분석

(Pearson)을 실시하 다.

3. 연 결과

3.1 연 대상  반적  특

Table 1과 같이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나이

에서 25세 미만이 22.2%, 26~30세 35.1%, 31세 이상이

42.7%로 나타났고, 국 은 베트남 42.3%, 국 16.5%, 필

Characteristics Categories
Oral health behavior Oral health

M±SD p M±SD p

Age

≥25 3.27±1.84

0.06

5.94±2.00

0.17126-30 3.95±2.19 6.35±1.58

31≥ 4.02±2.00 6.52±1.99

Nationality

China 3.65±1.82

0.87

6.21±2.13

0.906

Philippine 3.60±2.07 6.14±2.04

Thailand 3.88±2.26 6.55±1.58

Vietnam 4.01±2.15 6.46±1.84

Cambodia 3.60±2.17 6.08±1.44

Other 3.82±1.93 6.37±1.87

Marital status
Married 4.04±2.03

0.01*
6.49±1.87

0.04
Single 3.32±2.01 5.97±1.81

Education

Elementary schoo 3.57±1.20

0.03*

6.23±1.72

0.25

Middle schoo 4.12±2.34 6.56±2.02

High schoo 3.82±2.00 6.48±1.76

≥College 4.18±1.96 6.18±2.00

Other 2.70±2.01 5.62±1.68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years)

≥3 3.24±1.88

0.00***

6.11±1.84

0.17
4-6 4.38±2.13 6.15±2.10

7-9 4.35±2.08 6.61±1.59

10≥ 4.17±2.03 6.71±1.85

Table 2. Oral health behavior, oral health knowledge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

≥25 55(22.2)

26-30 87(35.1)

31≥ 106(42.7)

Nationality

China 41(16.5)

Philippine 28(11.3)

Thailand 9(3.6)

Vietnam 105(42.3)

Cambodia 25(10.1)

Other 40(16.1)

Marital status
Married 175(70.6)

Single 73(29.4)

Education

Elementary school 21(8.5)

Middle school 55(22.2)

High school 99(39.8)

≥College 49(19.8)

Other 24(9.7)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years)

≥3 109(44.0)

4-6 44(17.7)

7-9 39(15.7)

10≥ 56(22.6)

Total 248(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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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핀 11.3%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에서는 기혼이 70.6%

로 미혼 29.4% 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 은 고졸

39.8%, 졸 22.2%, 졸 19.8%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거주기간은 3년 미만이 44.0%, 4-6년 17.7%, 7-9년

15.7%, 10년 이상 22.6%로 나타났다.

3.2 반적  특 에 따  강보건행태 및 강

보건지식

Table 2와 같이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 따른 구강

보건행태는 결혼유무 기혼이 4.04, 미혼이 3.32로 기혼이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 은 졸에서 4.18 졸에서 4.12,

고졸에서 3.82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거주기간에서는

4~6년 거주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유무, 교

육수 , 한국거주기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p<.001). 일반 인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은 결혼

유무에서 기혼 6.49, 미혼 5.97로 기혼에서 높게나타났으

며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3.3 반적  특 에 따  강건강문해력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언어 구강건강문해

력은 국 , 결혼유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나이

에서 25세 미만에서 9.63, 26~30세가 13.20, 31세 이상이

10.25로 나타났고, 교육수 은 졸에서 12.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거주기간은 3년 미만이 11.88, 4-6

년이 6.88, 7-9년은 10.00, 10년 이상은 13.78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 따른 기능 구강건강문해

력은 나이, 국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결혼 유무

에서는 기혼이 1.64, 미혼이 2.01로 미혼이 높게 나타났

고, 교육수 에는 졸이 2.18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거

주기간은10년이상이 1.57로나타나유의한차이가있었다.

3.4 언어적 강건강문해력

외국인 여성의 언어 구강건강문해력을 살펴보면 30

개의 치과용어 용어의 정의를 이해하고 있다고 답

한 상 10%는 충치 69.4, 흡연 68.1, 감염 62.1 순으로

나타났고, 하 10%는 법랑질 13.3, 실란트 12.9, 와직

염 6.0로 나타났다.

3.5 여  강보건지식, 강보건행태, 

    언어적 강건강문해력, 기능적 강건강문해

    력  상 계 

외국인여성의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 언어 구

강건강문해력, 기능 구강건강문해력의 상 계를 살

펴보면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 언어 구강건강문

해력이높을수록 기능 구강건강문해력도높게 나타났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Verbal oral health literacy Functional oral health literacy

M±SD p M±SD p

Age

≥25 9.63±7.04

0.00

1.52±1.18

0.1226-30 13.20±7.17 1.97±1.31

31≥ 10.25±7.57 1.68±1.43

Nationality

China 10.14±7.84

.054

1.21±1.33

0.05

Philippine 10.67±6.19 2.03±1.45

Thailand 12.44±9.31 1.77±1.56

Vietnam 12.06±7.70 1.89±1.19

Cambodia 9.44±6.69 1.44±1.35

Other 10.90±7.23 1.92±1.49

Marital status
Married 11.10±7.77

0.88
1.64±1.35

0.04
Single 11.26±6.65 2.01±1.28

Education

Elementary schoo 9.57±6.93

0.01

1.28±1.52

0.00

Middle schoo 8.52±6.66 1.43±1.31

High schoo 12.45±7.57 1.95±1.30

≥College 12.63±7.21 2.18±1.40

Other 10.16±8.07 1.16±0.76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years)

≥3 11.88±6.60

0.00

1.17±0.11

0.00
4-6 6.88±7.17 1.24±0.18

7-9 10.00±7.61 1.35±0.21

10≥ 13.87±8.16 1.57±0.21

Table 3. verbal oral health literacy, functional oral health literacy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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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N %

Smoking 169 68.1

Infect 154 62.1

Abscess 48 19.4

Cyst 39 15.7

Cellulitis 15 6.0

Fracture 113 45.6

Genetics 134 54.0

Sedation 72 29.0

Diagnosis 138 55.6

Erupt 48 19.4

Bite 73 29.4

Orthodontics 132 53.2

Fluoride 86 34.7

Bruxism 116 46.8

Dentition 65 26.2

Enamel 33 13.3

Canine 127 51.2

Molar 139 56.0

Plaque 56 22.6

Stomatitis 82 33.1

Implant 144 58.1

Crown 63 25.4

Slant 32 12.9

Interdental brush 107 43.1

Deciduous tooth 100 40.3

Permanent teeth 101 40.7

Resin 52 21.0

Amalgam 37 14.9

Halitosis 119 48.0

Cavity 172 69.4

Table 4. Verbal oral health literacy items

4. 논

구강건강은 상병에 이완되어 있지 않고 허약하지 않

을뿐만 아니라 건강한 구강조직을 유지하는 것이다. 오

늘날 건강의 필수 요소이므로 구강건강이확보되지 않

고서는 건강하다고볼 수 없다. 외국인여성의 경우 사회

, 경제 으로 구강진료를 정기 으로 받지 못하는 경

우가 많고, 방진료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구강

병이 효율 으로 리되지 못하고 있다[10,11]. 특히외국

인 의료 여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 시 에서 구강병을

합리 으로 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지만 외국인

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 의료 용어의 사용으

로 치과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

국인 여성의 구강건강문해력을 측정하여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와 구강건강문해력의 연 성 악하여 외

국인 여성의 구강건강문해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행태는 기

혼 4.04, 미혼 3.32로 기혼이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 은

졸 4.18 졸 4.12, 고졸 3.82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거주기간에서는 4~6년 거주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결혼유무, 교육수 , 한국거주기간에서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일반 인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은 결혼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여성의 구강건강행태와 지식이 사회 요인과 연 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선행연구 결과와도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12], 신[13]의 연구에서도 구강보건행태와 구강보

건지식은 연령, 교육수 , 직업, 체류기간, 국 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교육수 이 높을수록 구강보건지

식과 구강보건행태가 높게 나타났고, 한국체류기간은

1~3년이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행태가 가장높게 나타

났다. 남궁 등[6]의 연구에서는 구강건강문해력이 학력

수 은 졸이상, 월평균소득은 200만원 이상 , 직업이

있을 경우 구강건건강문해력 수가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본 연구의 상자의 일

반 인 특성에 따른 언어 구강건강문해력은 나이에서

25세 미만 9.63, 26~30세 13.20, 31세 이상이 10.25로 나타

났고, 교육수 은 졸에서 12..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한국거주기간은 3년 미만 11.88, 4-6년 6.88, 7-9년

10.00, 10년 이상은 13.7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

인 특성에 따른 기능 구강건강문해력에서도 결혼 유

Independence variable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behavior Verbal oral health literacy
Functional oral health

literacy

oral health knowledge 1

Oral health behavior .254** 1

Verbal oral health literacy .094 0.93 1

Functional oral health
literacy

.260** .173** .407** 1

Table 5. Correlation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behavior, verbal oral health literacy, 

functional oral health literacy  in foreig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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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서는 기혼 1.64, 미혼 2.01로 미혼이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 에는 졸이 2.18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거주기

간은 10년 이상이 1.57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강건강문해력은 구강건강을 확인 하는데 필요한 구강

건강정보와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개인의 능력이므로

교육수 과 한국거주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

으로 사료된다.

외국인 여성의 언어 구강건강문해력을 살펴보면 30

개의 치과용어 용어의 정의를 이해하고 있다고 답

한 상 10%는 충치 69.4, 흡연 68.1, 감염 62.1% 순으로

나타났고, 하 10%는 법랑질 13.3%, 실란트 12.9, 와

직염 6.0%로 나타나 언어 구강건강문해력 련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14-16]. 이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익숙한 단어의 이해수 은 높으나, 치과

병원에서 사용하는 문용어에 한 이해수 은낮은 것

으로 단된다. 이에외국인 여성의 치과병(의)원에서 의

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해서는 련용어를 쉽게

설명하거나 이해수 에 맞는 단어의 개발이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외국인여성이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 언어 구

강건강문해력, 기능 구강건강문해력의 상 계를 살

펴보면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 언어 구강건강문

해력이 높을수록 기능 구강건강문해력도 높게 나타났

다. Gironoda 등[17]의연구과 Vann 등[18]의연구에서도

구강건강문해력과 구강건강 련 행 가 연 이 있음을

주장하 고, 장의 연구[19]에서도 구강보건지식과 구강

건강문해력이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구

강건강강문해력은 치과에서 사용 인 단어의뜻을 이해

하고 있는지 단하는것이고, 기능 구강건강문해력은

치과 정보나 치과 주의사항 등의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이다. 외국인의 여성의 구강건강문해력 향상을 해서는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행태를 높일 수 있는 캠페인이

나 구강보건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하며, 치과에서 사용

인 문용어 단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이

나 동 상으로 제작하는 등 표기방식에 한 새로운 고

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과 

본연구는 외국인 여성의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

와 구강건강문해력의 연 성을 악하여 외국인 여성의

구강보건교육자료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

되었고, 결과로는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 언어

구강건강문해력이 높을수록 기능 구강건강문해력도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구강건강문해력을 높이기

해서는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행태를 변화 시킬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 자료는 시각 인 자

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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