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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산업체 근로자의 구강보건 정의적 요인이 구강건강 행위와 구강건강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충북지역 산업체 5곳 1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단순무작위 표본추출방법으로
선발하여 설문지법으로 조사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독립 T검정,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구강보건 정의적 요인이 구강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강보건 실천의지가 높을수
록 구강건강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산업장 근로자의 구강건강 행위와 구강건강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구강보건 정의적 요인을 변화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구강건강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주제어 : 구강보건 실천의지. 구강보건 예방적 관심, 구강건강 행위, 구강건강 삶의 질, 구강보건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that the affective factors of oral health 
in industrial workers would have on oral health behaviors and quality of oral health life. A survey was 
performed of 100 subjects selected from 5 industrial companies located in Chungcheongbuk-do 
through simple random sampling method from January 19 to 23, 2018, using the questionnaires. The 
data collected from the survey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analysis, independent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the SPSS 18.0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ffective 
factors of oral health had an influence on oral health behaviors and that the influence on quality of 
oral health life was greater when the oral health practice intention was stronger. Based on aforesaid 
results, effective oral health programs, conducive to bringing changes to the affective factors of oral 
health, would need to be developed in order to enhance oral health behaviors and quality of oral health 
life in industrial workers. 

Key Words : Oral health practice intention, Preventive interest in oral health, Oral Health Behaviors, 
Quality of Oral Health Life, Oral healt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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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인구 중 66.5%는 직장이나 산업장에서 대부
분의 시간을 보내는 근로자들이다[1]. 이들은 산업장에서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기 때문에 건강 문제 및 각종 질환 
발생 시 의료기관의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
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은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산성 
감소에 원인이 되어 이로 인해 기업의 경제적 손실까지 
이어지게 된다[2]. 그렇기 때문에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
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건강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
어 중요한 요인이며, 영양섭취를 하기 위한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의 필수 요인으로 근로자들의 전신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3].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산업구강보건의 중요성에 대해 
점차 대두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을 역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4]. 2000년 구강보건법이 
제정되면서 구강보건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대상
자에 따라 모자, 학교, 성인, 노인, 산업장, 특수구강보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성인은 대부분 직장이나 산
업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성인의 구강보건사
업과 산업장구강보건사업의 대상자들이 중첩되므로, 산
업장 근로자들의 구강건강증진이 성인의 구강건강에 있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5]. 

구강질환은 만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홀이 생각하고 자
신의 구강상태가 자연스러운 노화의 결과로 인식하여 진
료를 받지 않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6]. 그러므로 산업
장 근로자들의 구강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구강건강행위 및 관리
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강건강 행위는 구강건강에 대한 실천의지와 예방적 
관심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변
화되어진다. 즉 올바른 구강건강 행위는 근로자들의 구강
보건 실천의지 및 예방적 관심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
을 때 가능할 것이다[7]. 또한 근로자들의 구강건강 삷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구강병을 사전에 치료 및 예방해야하는데 이
는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보건에 대한 실천의지와 예
방적 관심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8]. 
따라서 근로자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산업장에서 많은 시
간을 보내는 이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실천의지와 예방적 
관심의 변화를 위해서는 산업장에서 체계적인 구강보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산업장은 성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며[9], 근로자
의 집단구강관리과정을 하여 체적적인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곳이다[10]. 특정 집단에 포괄적인 
예방 및 교육이 지속되었을 때 가시화되므로[11], 산업장 
근로자들의 실정에 맞는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구강보건 실천의지 및 예방적 관심을 증진시켜 올바른 
구강건강 행위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구강건강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구강건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강보건교육에 대
한 인지적 요인,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정의적 요인, 구강
보건교육에 대한 실천적 요인이 모두 중요하다. 특히 구
강보건교육에 대한 정의적 요인인 동기와 관심이 형성되
어야지만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지식도와 실천도가 높아
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자의 치아수명 연장 및 구강건강 
증진·유지를 위해 산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실천의지, 구강보건 예방적 관심, 구강보건교육 유무 즉 
구강보건 정의적 요인이 구강건강 행위와 구강건강 삶의 
질에 대한 관련성을 조사하였고, 이는 산업장 근로자의 
구강건강관리사업 구축 및 개선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충북지역의 산업체 중 산업보건

실이 있는 5곳 총 15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19일
부터 1월 23일까지 단순무작위 표본추출방법으로 선발
하여 설문지법으로 조사하였다. 각 집단에 필요한 표본의 
수는 G 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 Test 검정
(ANVA)에서 검정력(1-β)=.90, 유의수준 a=.05, 효과크
기 d=0.25로 하여 산출한 결과, 총 표본수가 150명으로 
선정되었으며 중 설문 답변이 완벽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50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10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C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수행하였다(승인번호: H-001-2019-1st).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한 대상자를 최종 대
상자로 선정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구강보건 정의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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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외[12]의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에 기초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구강보건 실천의지 5문항, 구
강보건 예방적 관심 8문항, 구강보건교육 경험은 유무로 
구분하고, 본 척도는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보건 
정의적 요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
보건 정의적 요인에 대한 Cronbach’s α=0.86로 나타났다.

2.2.2 구강건강 행위
칫솔질 횟수는 하루 한번은 1점, 하루 2회는 2점, 하

루 3회 이상은 3점으로 측정하였고, 칫솔질 시기는 아침
식사 후, 점심식사 후, 저녁식사 후, 잠자기 전으로 구분
하고 총 1점에서 4점으로 측정하였다. 칫솔질 방법으로
는 좌우 운동 1점, 상하 운동 2점, 회전 운동 3점으로 측
정하였고, 구강위생용품 사용 빈도는 아침식사 후, 점심
식사 후, 저녁식사 후, 잠자기 전으로 구분하고 총 1점에
서 4점으로 측정하였다.

2.2.3 구강건강 삶의 질
구강건강 삶의 질의 척도는 기능적 제한(2문항), 신체

적 동통(2문항), 심리적 불편(2문항), 신체적 능력저하(2
문항), 심리적 능력저하 (2문항), 사회적 능력저하(2문
항), 사회적 분리(2문항), 총 7개 요인 14문항으로 이루
어져 있다. 각 문항별 평가는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
건강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Vassilia 외[13] 연
구에서 OHIP-14는 Cronbach’s α=0.90으로 비교적 높
은 신뢰도가 인정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는 
Cronbach’s α=0.93이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빈도분석, 구강보건
교육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 실천의지와 예방적 관심, 
구강건강 행위에 대해서는 독립 T검정, 구강보건 실천의
지, 예방적 관심이 구강건강 행위와 구강건강 관련된 삶
의 질에 대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생산
직 근로자 ‘남자’가 94%로 대부분이었고, 학력은 ‘고등학
교 졸업’이 77%, ‘대졸’ 23% 순이었으며, 연령은 ‘43세 
이상-45세 이하’가 34%, ‘40세 이상-42세 이하’가 33%
였으며 근무연한은 ‘19년 이상’이 43%, ‘16-18년 이하’
가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Type N %

Gender
Men 94 94.0

Women 6 6.0
Total 100 100.0

Education 
Background

High school diploma 77 77.0

College/university diploma 23 23.0

Total 100 100.0

Age

39 years old or less 16 16.0
40 years old to 42 years old 33 33.0

43 years to 45 years 34 34.0
46 years old or older 17 17.0

Total 100 100.0

Period of 
Service

15 years or less 27 27.0
16 years to 18 years 30 30.0

19 years or longer 43 43.0
Total 100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3.2 구강보건 실천의지, 구강보건 예방적 관심이 칫
솔질 횟수에 미치는 영향

구강보건 올바른 실천의지, 구강보건 예방적 관심이 
칫솔질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구강보건 실천의지가 높을수록(=.408, 
p=.000) 칫솔질 횟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의 설명력은 26.9%였고, 수정된 설명력은 25.4%로 나타
났다.

B Std. 
Error Beta t Sig.

(Constant) .548 .321 1.706 .091

Oral health 
practice 
intention

.081 .019 .408 4.175 .000

Preventive 
interest in 
oral health

.022 .012 .180 1.841 .069

R2 =.269, R
2 =.254, F=18.227(p<.001)

Table 2. Effect that proper oral health practice intention 
and preventive interest in oral health would 
have on the frequency of toothbru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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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구강보건 실천의지, 구강보건 예방적 관심이 구
강위생용품 사용횟수에 미치는 영향

구강보건 실천의지, 예방적 관심이 구강위생용품 사용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구강보건 실천의지가 높을수록(=.366, p=.001) 
구강위생용품 사용 횟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델의 설명력은16.7%였고, 수정된 설명력은 15.0%로 나
타났다.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Constant) .478 .513 .932 .354
Oral health 

practice 
intention

.108 .031 .366 3.501 .001

Preventive 
interest in 
oral health

.014 .019 .077 .739 .461

R2 =.167, R
2 =.150, F=9.8897(p<.001)

Table 3. The effect that oral health practice intention 
and preventive interest in oral health would 
have on the frequency of the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3.4 구강보건 실천의지, 구강보건 예방적 관심이 칫
솔질 방법에 미치는 영향

구강보건 실천의지, 예방적 관심이 칫솔질 방법에 미
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구강보건 예방에 관심이 높을수록(=.370, p=.001) 칫
솔질 방법에서 정확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델의 설명력은12.5%였고, 수정된 설명력은 10.8%
로 나타났다.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Constant) -.992 .832 -1.192 .236
Oral health 

practice 
intention

-.017 .050 -.037 -.342 .733

Preventive 
interest in 
oral health

.105 .030 .370 3.460 .001

R2 =.125, R
2 =.108, F=7.092(p<.01)

Table 4. The effect that the proper toothbrushing intention
and preventive interest in oral health would 
have on the toothbrushing method

3.5 구강보건교육 유무에 따른 구강보건 실천의지, 
구강보건 예방적 관심

구강보건교육의 유무에 따라 구강보건 실천의지와 구
강보건 예방적 관심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구강보건교육을 받았을 경우 구강보건 실천의지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P<.05). 

N Mean Std. 
Deviation t Sig.

Oral health 
practice 
intention

Oral health 
education 
available

15 19.4000 2.16465

2.212 .037Oral health 
education 
unavailable

87 17.9770 2.97265

Preventive 
interest in 
oral health

Oral health 
education 
available

15 21.6000 5.98570

.788 .441Oral health 
education 
unavailable

87 20.3218 4.56094

Table 5. Oral health practice intention and preventive 
interest in oral health, depending on the 
availability of oral health education

3.6 구강보건교육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 행위
구강보건교육의 유무에 따라 구강건강 행위에 대해 분

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구강보건교육을 받았을 경
우 칫솔질 방법에서 정확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P<.05). 

N Mean Std. 
Deviation t Sig.

Toothbrushing 
Frequency

Oral health 
education 
available

15 2.5333 .63994

.483 .635
Oral health 
education 
unavailable

87 2.4483 .56566

Toothbrushing 
Time

Oral health 
education 
available

15 2.7333 1.03280

.033 .974
Oral health 
education 
unavailable

87 2.7241 .83094

Toothbrushing 
method

Oral health 
education 
available

15 1.6000 1.54919

2.355 .020
Oral health 
education 
unavailable

87 .7241 1.29120

Table 6. Oral health behavior, depending on availability 
of oral healt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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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구강보건 실천의지, 구강보건 예방적 관심이 구
강건강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구강보건실천의지 및 구강보건 예방적 관심이 구강건
강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구강보건 실천의지가 높을수록(
=.274, p=.015) 구강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모델의 
설명력은 6%였고, 수정된 설명력은 4.1%로 나타났다.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Constant) 8.903 1.507 5.907 .000

Oral health 
practice 
intention

.224 .091 .274 2.473 .015

Preventive 
interest in oral 

health
-.041 .055 -.083 -.749 .456

R2 =.060, R
2 =.041, F=3.177(p<.05)

Table 7. The effect that oral health practice intention 
and preventive interest in oral health would 
have on the quality of oral health life

4. 고찰

산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은 개인적 측면에서는 자신의 
행복 추구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인 동시에 사회적 측면
으로는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
이 된다. 구강건강은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도 밀접
한 관련이 있으므로,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하
므로 강조하는 것은 필수적이다[14]. 구강건강을 유지·증
진하기 위하여 올바른 구강건강 행위를 개선함에 따라 
구강질환의 예방과 이환율을 감소시켜 구강건강 삶의 질
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구강보건 정의적 
요인이 구강건강 행위와 구강건강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산업장의 근로자들의 구강건강을 중진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산업장
은 산업보건실이 있는 산업장으로 기본적으로 산업장 근
로자들의 건강 및 구강건강에 대한 검진과 예방활동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
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구강보건 실천의
지, 예방적 관심이 구강보건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구

강보건 실천의지가 높을수록 칫솔질 횟수와 구강위생용
품 사용횟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강보건 예방
적 관심이 높을수록 칫솔질 방법이 정확하게 하고 있었
다. chounchaisithi 등[15]의 연구에서는 칫솔질에 대
한 실천의지와 흥미가 유발되면 칫솔질 수행 횟수가 증
가 한 것으로 나타났고, 천[16]의 연구에서도 구강건강관
심도가 높은 경우 구강건강실천행동이 잘 실천하고 있다
고 하였다. 칫솔질 횟수가 많은 근로자들의 치주조직 상
태가 양호하다고 하였고[17], 치면세균막관리에 있어 정
확한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18]. 따라서 건강한 구강상태는 구강건강 행위와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바른 구강건강 위는 구강보
건 실천의지와 예방적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구강보건 실천의지와 예방적 관심을 높여 구강건강 
행위가 변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산업장 근로자들의 구강보건교육 유무에 따른 구강보
건 실천의지, 예방적 관심에서는 구강보건교육을 받았을 
경우 구강보건 실천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들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구강건강 
실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윤과 권[19]의 연구결과와, 
구강건강 관심도와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할수록 구강보
건 실천점수가 높다고 보고한 이와 신[20]의 연구결과와 
비추어 볼 때 구강건강과 관계된 정보를 제공하여 구강
건강에 대한 중요도와 관심도를 증대시킬 방안이 필요하
다. 따라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구강보건 실천의지
와 밀접한 연계성이 있으므로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산
업장 근로자들의 구강건강 관심도와 구강보건 실천의지
를 높여 올바른 구강건강 행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강보건교육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 행위에서는 구강
보건교육을 받았을 경우 칫솔질 방법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장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송[21]의 연구 결과 구강보건교육 후 칫솔질의 방법에
서 연구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최와 황[22]의 연구에서는 칫솔질 방법을 조사한 
결과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이 비경험군보다 올바른 칫솔
질 방법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이[23]에서도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이 올바른 칫솔질 방법에서 구강보
건교육 비경험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에 따라 구강건
강 증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올바른 칫솔질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보다 많은 산업장 근로자들에게 구강보건교
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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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구강건강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에는 구강보건 실천의

지가 높을수록 구강건강 삶의 질이 높은 것은 나타났는
데 김과 이[24]의 연구에서는 구강건강실천이 삶의 질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고, 이 등[25]의 연구
에서도 구강건강실천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맥락을 보
여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보건 실천의지를 
고취시킨다면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질환문제는 구강의 기능 및 역할, 자신감, 삶의 저
하 등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구강건강은 
사회적 자신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26]. 결론적으로 산업장의 근로자들의 구강
건강증진을 위해 구강보건 실천의지와 예방적 관심의 향
상을 목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과 근로자들의 구강건
강 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강건강증진프로그램을 수
행함으로써 산업장 근로자들의 구강건강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충청 일부지역에 한정과 되어 
우리나라 산업장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없으므로 본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향후 충분
한 연구대상자를 확보하여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분석으
로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장 근로자의 구강보건 정
의적 요인이 구강건강 행위와 구강건강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강보건 실천의지가 높을수록 칫솔질 횟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설명력은 26.9%였고, 
수정된 설명력은 25.4%로 나타났다.

둘째, 구강보건 실천의지가 높을수록 구강위생용품 사
용횟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설명력은
16.7%였고, 수정된 설명력은 15.0%로 나타났다.

셋째, 구강보건 예방적 관심이 높을수록 칫솔질 방법
에서 정확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설명력은12.5%였고, 수정된 설명력은 10.8%로 나타났
다.

넷째, 구강보건교육을 받았을 경우가 구강보건 실천의
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P<.05). 

다섯째, 구강보건교육을 받았을 경우가 칫솔질 방법에
서 정확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P<.05). 

여섯째, 구강보건 실천의지가 높을수록 구강 삶의 질
이 높게 나타났다. 모델의 설명력은 6%였고, 수정된 설
명력은 4.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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