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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근로자의 스켈링 행태와 지식 및 구강건강신념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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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caling behaviors and knowledge about scaling
and oral health belief of worker, and to provide baseline data for developing industry oral health policy. The survey had
conduct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by 326 workers in Gyeongsan and Yeongcheon areas in Gyeongbuk province.
Their scaling behaviors, knowledge and oral health belief were measured. The results were as follow; The average score
of knowledge about scaling was 6.44. The average oral health belief was 2.72. In detail, ‘usefulness’ was 3.24 as the
highest and ‘seriousness’ was 2.25 as the lowest. The periodic scaling and scaling cycle were associated with
‘seriousness’ and ‘barrier’ as positive correlation(p<.05, .01). On the other hand, they were associated with knowledge
and ‘usefulness’ as negative correlation(p<.01). Meanwhile, scaling motive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cue of
action’(p<.01),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knowledge(p<.01). In the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bout scaling
and oral health belief, knowledge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barrier’(p<.01) and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usefulness'(p<.01). Finally, we need to advertise and manage the importance of scaling politically and makes people do
the voluntary scaling in six-month intervals in order to keep the periodontal health of worker.

Key words Scaling behaviors, Knowledge, Oral health belief, Worker

서 론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산업구

강보건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최근 매우 강조되고 있다1).

산업구강보건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직업성 구강병 및

직업병의 구강증상, 악안면 구강영역의 산업재해를 비롯

하여, 양대 구강병인 우식증과 치주병 실태 및 근로자들

의 구강보건지식, 태도,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

조사해야 하고, 조사된 결과를 분석하여 근로자들의 구강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2). 근로

자를 위한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 대책은 근로자로 하여

금 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철저한

구강보건관리에 의해 작업능률이 향상될 수 있으며 나아

가 국민 전체의 건강 증진에 미치는 기여 효과도 높을 것

이기 때문이다3).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구강건강통계4)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이 치주질환을 앓고 있다. 대

다수가 성인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 경

제적, 시간적 제약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치주

건강관리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치주질

환은 음식물 잔사에 세균이 붙어서 치아 표면에 끈적끈적

한 세균덩어리의 막이 형성되고 그것에 타액 속에 있는

칼슘, 마그네슘, 인들이 흡착하여 딱딱하게 굳어져 잇몸에

자극을 주어 붓고 피가 나며, 입에서 악취를 내는 등 잇

몸에 손상을 끼치는 질환이다5). 치주질환은 청년기에 들

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성인기에는 치아상실의 주

요 원인이 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인병과 달리

사회생활이나 개인생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6).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심7)의 연구에서 치주질환의 경우

조기발견 및 치료 보다는 적절한 예방관리가 더 중요하다

고 지적되었다. 치주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올바른 잇솔

질 습관은 기본이고 성인의 경우에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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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기적인 스켈링이 치주건강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

하다. 스켈링이란 치아표면에서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의

원인이 되는 치면세균막, 치석, 음식물잔사, 외인성색소

등의 국소적 요인을 기계적으로 제거하여 구강병을 예방

하고 구강내 구취를 제거하며, 개인의 심미를 증진시키고

구강위생관리의 동기도 부여한다8). 스켈링은 잇몸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치료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속 치주치

료를 위한 전 단계 처치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9).

근로자들의 스켈링과 관련된 소수의 연구에서 정9)은

37.4%, 정 등10)은 51.7%, 윤11)은 68.6%의 근로자가가 스

켈링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여 근로자들의 스켈링 경험

율이 점차 향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스켈링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에서 1년을

주기로 평생 동안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치주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정기적 스

켈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포함하여 정기적 스켈

링의 시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구강건강행동실천에 중요한 요인인 건강신념모형

은 Rosenstock12)에 의해 그 체계가 확립되었고, Kegeles13)

에 의해 구강보건분야에 적용된 것으로 인간의 건강관련

행위가 어느 특정 개인이 특정한 산출에 부여하고 있는

가치와 주어진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으로, 어느 개인이 질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의 행위로서 질병에 이환될 가능성을 줄이거

나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개인은 자신의 건강관리 및

예방행위를 열심히 할 것이며 의학적, 치의학적 권고에

순응하게 된다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계속구강관리를 위

해서는 필요한 연구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선행 연

구는 생애별로 보고된 자료는 일부 있으나14,15),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대부분 구강건강증진행위, 인지도 및 행태에 관한

것2,16-18)으로 스켈링 행태와 지식 및 구강건강신념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근로자들의 구강건강유지관리를 위해 스켈링

행태와 지식 및 구강건강신념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근

로자들의 스켈링에 대한 접근도를 향상시키고 자발적 실

천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산업구강보건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경상북도 경산시와 영천시 소재하는 산업장의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조사대상 직

장의 담당 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근로자에게 배부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고, 이 중 미회수 14부와 응답이 부실한 7부를 제외한

479부 중 스켈링 경험이 있는 326명을 대상으로 스켈링

행태와 지식 및 구강건강신념 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

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문헌고찰8,19,20)을 통하

여 선정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스겔링에 관한 지식은 총 10문항으로 ‘그렇다’ 1점, ‘아니

다’ 0점으로 1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531이었다. 구강건강신념은 감수성 4

문항, 심각성 4문항, 장애성 7문항, 유익성 4문항, 계기 4

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그렇다’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으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신

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12였다. 그 외 스겔링 행태 3문항(정기적 스켈링,

스켈링 주기, 스켈링 동기), 일반적인 특성 5문항(성별, 연

령, 학력, 근무분야, 월수입)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for windows(Release 17.0K,

SPSS Inc.,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스겔링 행태와 스켈링 지식 및 구강건

강신념과의 평균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과 분산분석

(ANOVA/scheffe)으로 검정하였고, 스켈링 행태와 지식

및 구강건강신념과의 관련성은 Pearson's 상관분석으로

검정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스켈링 지식 

대상자의 스켈링 지식은 평균점수가 6.44점(도구범위:

1~10점)이었고, ‘스켈링은 치아사이에 구멍을 내는 치료

이다’가 가장 높은 정답률(86.2%)을 보였고, ‘스켈링을 정

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풍치가 생긴다’가 가장 낮은 정답

률(49.4)을 보였다(Table 1).

2. 대상자의 구강건강신념 

대상자의 구강건강신념 정도는 평균이 69.67점(도구범

위: 23~115점), 평균평점이 2.72점(도구범위: 1~5점)으로

중간정도이었다. 구강건강신념의 하부 영역은 ‘유익성’이

가장 높았고(3.24점), ‘심각성’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

다(2.25점)(Table 2).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스켈링 지식 및 구강건강

신념

성별은 구강건강신념의 하부영역 중 ‘행동의 계기’에서

남자가 11.94로가 여자의 11.44보다 높았고(p<.05), 연령

은 ‘심각성’과 ‘행동의 계기’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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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하게 높았는데(p<.05) 이는 분석분석의 scheffe

를 이용하여 연령 간을 비교한 결과 20대와 50대 이상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력은 ‘심각성’에서 고

졸이하가 9.5로 대졸이상의 8.66보다 높았고(p<.01), 근무

분야는 스켈링 지식에서 사무직 6.71, 생산직 6.18, 기타

5.78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는데(p<.05), 이는 사무직과

기타의 비교에서 차이를 보였다. ‘감수성’과 ‘심각성’은

생산직 11.46, 9.53, 기타 10.86, 9.02, 사무직 10.74, 8.67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5) 이는 생산직과 사무직

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월수입은 스켈링 지

식에서 수입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p<.01) 이는 100만원미만과 400만원이상, 100-199만원과

400만원이상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유익성’

은 100만원 미만 12.56, 100-199만원 12.87, 200-299만원

12.98, 300-399만원 12.72, 400만원 이상 13.8로 수입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p<.05). 이는 100

만원 미만과 400만원 이상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Table 3).

 

Table 1. The average of knowledge about scaling 

Items
 Correct 

answers(%)
Ranking

Scaling should be done twice a year. 53.1 7

Periodontal disease can result from 
irregular scaling.

49.4 10

Dental plaque and calculus is major 
cause of periodontal disease.

78.5 2

Scaling removes bad breath in mouth. 49.7 9

Scaling causes side effects such as a 
loose tooth.

72.4 4

Scaling makes cold teeth. 53.1 7

Scaling is the treatment to shave 
the tooth.

75.5 3

Scaling is the treatment to make the 
hole between the teeth.

86.2 1

Scaling makes bleeding heavily. 71.8 5

If you do scaling once, you should do 
it regularly for life.

54.0 6

Total average(Mean±SD) 6.44±2.02

Table 2. The average of oral health beliefs 

Variables Number of items Mean±SD Range of point Mean±SD Range of scale

 Susceptibility 4 10.99±2.29 4~20 2.75±.57 1~5

 Seriousness 4 8.99±2.36 4~20 2.25±.59 1~5

 Barrier 7 17.05±3.35 7~35 2.44±.48 1~5

 Benefit 4 12.95±1.87 4~20 3.24±.47 1~5

 Cue of action 4 11.71±2.18 4~20 2.93±.55 1~5

Total 23 69.67±8.8 23~115 2.72±.53 5~25 

Table 3. Difference of knowledge about scaling and oral health beliefs by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 Mean(SD))

Variables
N

(=326)
Knowledge

about scaling

Oral health beliefs

Susceptibili-ty Seriousness Barrier Benefit Cue of action

Gender
   Female
   Male 

153
173

6.39(1.97)
6.47(2.07)

11.02(2.29)
10.96(2.30)

8.82(2.54)
9.14(2.19)

16.91(3.38)
17.18(3.32)

13.0(1.94)
12.9(1.8)

11.44(2.35)*
11.94(2.0)

Age(yr) 
   19-29a

   30-39b

   40-49c

   50≤
d

50
120
120
36

5.96(1.95)
6.59(1.94)
6.36(2.24)
6.83(1.44)

10.55(2.76)
11.33(2.04)
10.73(2.43)
11.31(1.72)

8.24(2.71)1)

9.08(2.12)
8.95(2.39)
9.83(2.26)

16.91(3.95)
17.08(2.78)
17.01(3.54)
17.27(3.66)

13.1(1.72)
12.9(1.95)
12.9(1.95)
13.04(1.54)

11.2(2.42)2)

11.49(2.35)
11.92(1.9)

12.41(1.97)

Education
   ≤High school
   University≤

127
199

6.31(2.08)
6.52(1.98)

11.18(2.2)
10.86(2.35)

9.5(2.46)**
8.66(2.24)

17.41(3.33)
16.82(3.35)

12.97(1.92)
12.93(1.84)

11.86(2.2)
11.61(2.17)

Working place 
   Office worker
   Line worker
   Others

185
105
36

6.71(1.88)5)

6.18(2.21)
5.78(1.94)

10.74(2.31)3)

11.46(2.27)
10.86(2.12)

8.67(2.2)4)

9.53(2.63)
9.02(2.08)

16.89(3.46)
17.45(3.23)
16.71(3.05)

12.99(1.85)
12.89(1.99
12.88(1.63)

11.66(2.24)
11.68(2.1)

12.04(2.13)

Monthly income

   ∠100a

   100-199b

   200-299c

   300-399d

   400≤
e

47
106
74
55
44

5.91(2.23)7)

6.31(2.0)
6.34(1.99)
6.4(1.92)
7.5(1.64)

11.63(1.98)
10.96(2.02)
11.2(2.1)

10.77(2.61)
10.27(2.91)

9.22(2.51)
8.88(2.35)
9.22(2.08)
8.92(2.43)
8.67(2.61)

17.27(3.43)
17.5(3.37)
17.22(3.1)
16.64(3.2)
15.97(3.63)

12.56(1.7)6)

12.87(1.94)
12.98(1.8)
12.72(1.73)
13.8(1.97)

11.88(2.08)
11.51(2.32)
11.76(2.17)
11.37(2.18)
12.31(1.9)

t-test : *p<.05, **p<.01 
Anova/scheffe : 1), 2) p<.05, a<d, 3), 4) p<.05, a<b, 5) p<.05, a>c, 6) p<.05, a<e, 7) p<.01,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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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켈링 행태에 따른 스켈링 지식 및 구강건강신념

정기적 스켈링은 스켈링 지식에서 한다가 7.28로 하지

않는다의 6.18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001), 구강건강

신념은 ‘감수성’, ‘심각성’ 그리고 ‘장애성’에서 한다가

10.51, 8.36, 15.85로 하지 않는다의 11.13, 9.17, 17.41 보

다 유의하게 낮았으며(p<.05, p<.01, p<.001), ‘유익성’은

하지 않는다가 13.7로 한다의 12.73 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p<.001). 스켈링 주기는 스켈링 지식에서 6개월 8.0, 1

년 6.96, 2년 6.22, 불규칙 6.21로 주기가 짧을수록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p<.001), 이는 scheffe 검증에서 6개월과

불규칙(6.21)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장애성’

은 6개월 14.73, 1년 16.62, 2년 17.42, 불규칙 17.31로

주기가 길수록 장애성이 높게 나타났고(p<.01), ‘유익성’

은 6개월 14.17, 1년 13.14, 2년 13.58, 불규칙 12.7로 주

기가 짧을수록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p<.01). 이는 6개

월과 불규칙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스켈링

동기는 스켈링 지식에서 자발적이 6.77로 권유의 6.03보

다 높았고(p<.01), ‘행동의 계기’는 자발적이 11.42로 권

유의 12.05보다 낮았다(p<.01)(Table 4). 

5. 스겔링 행태와 지식 및 구강건강신념과의 관련성

스켈링 행태와 지식 및 구강건강신념과의 상관관계는

정기적 스켈링에서 스켈링 지식과 ‘유익성’과는 역상관

(p<.01)을 보였고, ‘감수성’, ‘심각성’, ‘장애성’과는 순상

관(p<.05, .01)을 보였다. 스겔링 주기는 스켈링 지식과

‘유익성’과는 역상관(p<.01)을, ‘심각성’과 ‘장애성’과는

순상관(p<.05, 01)을 보였고, 스켈링 동기는 스켈링 지식

과는 역상관(p<.01)을, ‘행동의 계기’와는 순상관(p<.01)

을 보였다(Table 5).

6. 스켈링 지식과 구강건강신념과의 관련성

스켈링 지식과 구강건강신념과의 상관관계는 ‘장애성’

과는 역상관(p<.01), ‘유익성'과는 순상관(p<.01)을 보였다

(Table 6).

고 찰

근로자의 포괄구강건강관리는 구강건강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뿐아니라 치주질환에 기인하는 근무이탈을 감

Table 4. Difference of knowledge about scaling and oral health beliefs by scaling behaviors

Variables
N

(=326)
Knowledge

about scaling

Oral health beliefs

Susceptibili-ty Seriousness Barrier Benefit Cue of action

Periodic scaling
   Yes
   No

75
251

7.28(1.69)***
6.18(2.04)

10.51(2.67)*
11.13(2.16)

8.36(2.62)**
9.17(2.25)

15.85(3.82)***
17.41(3.11)

13.7(1.97)***
12.73(1.78)

12.04(2.43)
11.61(2.1)

Scaling cycle
   6 Montha

   1 Yearb

   2 Yearc

   Irregulard

19
53
23

231

8.0(1.92)3)

6.96(1.84)
6.22(1.86)
6.21(2.01)

10.74(2.33)
10.44(2.85)
10.87(1.8)
11.15(2.18)

8.53(2.1)
8.49(2.72)
8.77(2.31)
9.16(2.29)

14.73(3.6)1)

16.62(3.71)
17.42(2.86)
17.31(3.22)

14.17(2.07)2)

13.14(1.97)
13.58(2.15)
12.74(1.75)

12.21(3.16)
11.5(2.18)
11.77(2.66)
11.7(2.04)

Scaling motive
   Self-decision
   Advice 

179
147

6.77(1.9)**
6.03(2.09)

10.92(2.39)
11.07(2.18)

8.8(2.46)
9.22(2.22)

16.98(3.35)
17.13(3.36)

13.11(1.91)
12.75(1.81)

11.42(2.31)**
12.05(1.97)

t-test : *p<.05, **p<.01, ***p<.001 
Anova/scheffe : 1) p<.01, a<d, 2) p<.01, a>d, 3) p<.001, a>c,d 

Table 5. Correlation between scaling behaviors and knowledge and oral health beliefs 

Variables
Knowledge

about scaling

Oral health beliefs

Susceptibili-ty Seriousness Barrier Benefit Cue of action

Periodic scaling
Scaling cycle
Scaling motive

-.229**
-.222**
-.184**

.115*
.105
.031

.145**
.114*
.089

.197**

.163**
.022

-.219**
-.179**
-.096

-.083
-.013

.144**

*p<.05, **p<.01

Table 6.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bout scaling and oral health beliefs 

Variables
Oral health beliefs

Susceptibility Seriousness Barrier Benefit Cue of action

Knowledge about scaling -.042 -.071 -.230** .397** .07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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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켜 기업을 발전시키기도 한다21). 특히 치주질환의 주

요관리대상연령인 35세 이후의 장년계층은 대부분의 근

로자가 이에 해당되며, 이 시기에 치주질환으로 발거되는

치아가 가장 많다22). 따라서 근로자의 치주건강을 위해서

는 정기적 스켈링을 통한 계속구강건강관리의 실천과 구

강건강에 관한 신념 정도가 중요하다. 건강신념 모형은

건강관련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으로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병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행위를 하면 그러한 상황에서 벗

어나거나 미리 예방할 수 있고, 그 행위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그 행위를 선택할 확률은 아주 높아

진다고 본다23). 이에 본 연구는 근로자의 스켈링 행태와

인간의 구강건강관련행위가 특정 개인의 가치와 믿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구강건강신념 및 근로자의 스켈링 지

식과의 관련성을 연구 분석하여 근로자들의 스켈링에 대

한 접근도를 향상시키고 자발적 실천의지를 강화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 산업구강보건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스켈링 지식은 평균이 6.44(도구범위:1~10점)

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 78.5%가 ‘치주질환은

치태와 치석 때문에 생긴다’로 답하여 정 등10)의 연구에

서 근로자들이 스켈링을 ‘프라그와 치석을 제거’하는 것

이라고 하여 스켈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더 높은 지식습득을 위해 근

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내 구강보건교육이 보다 체계적

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구강건강신념은 평균이 2.72(도구범위:1~5점)로 중간점

수를 보였고, 영역별로 ‘유익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

으며, ‘심각성’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중년 여

성을 대상으로 한 박 등15)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고,

내원환자를 중심으로 한 김8)의 연구와는 반대 결과를 보

였다. 이는 내원환자는 이미 심각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내원하였기 때문에 ‘심각성’ 영역이 더 높았고, 일반인의

경우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심각

성에 대해서는 지각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되며,

구강보건교육 시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구강질

환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구강건강신념은 연령이 많을수록 심각성과 계기에서 높

은 점수를 보였고, 학력이 낮은 경우 심각성은 더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월수입이 많을수록 ‘유익성’과 ‘행동의

계기’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이 등16)의 연구와 유

사한 결과로 연령이 많을수록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자신

감은 없어지고 심각성은 더 느끼며 주변에서 구강질환으

로 고생하는 지인들을 경험하는 계기가 더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정 등10)은 근로자들이 스켈링을 정기적으로 하

지 않는 이유를 ‘비용 부담’때문이라고 보고하였으며, 대

부분의 근로자들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루

게 되고 그로 인해 구강상태는 더 악화되는 과정을 반복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스켈링의 의료

보험화가 이루어져 부담 없이 계속관리를 위해 병원을 방

문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기적으로 스켈링을 하는 경우 ‘감수성’, ‘심각성’, 그

리고 ‘장애성’ 영역에서 하지 않는 경우보다 점수가 낮았

고 ‘유익성’은 하는 경우가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6개월

주기로 하는 근로자가 불규칙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유익

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구강상태에 관해 민

감하게 심각성을 느끼거나, 스켈링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스켈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8)은

치과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중요성’이 높다고 보고하여

구강보건교육 시 예방을 위한 정기검진의 필요성과 유익

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했다. 

스켈링 지식은 정기적 스켈링과 스켈링 주기 및 동기에

서 높은 유의성을 보였는데, 6개월 주기로 정기적이고, 자

발적으로 스켈링을 하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매우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올바른 구강보건지식은 개인

의 구강건강유지를 위한 자발적 실천과 정기적인 치과방

문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스켈링 행태와 지식 및 구강건강신념과의 관련성은 정

기적 스켈링은 ‘감수성’, ‘심각성’, ‘장애성’과는 순상관을,

‘유익성’과 스켈링 지식과는 역상관을 보였고, 스겔링 주

기는 ‘심각성’과 ‘장애성’은 순상관을, ‘유익성’과 스켈링

지식과는 역상관을 보였으며, 스켈링 동기는 ‘행동의 계

기’는 순상관을, 스켈링 지식은 역상관을 보였다. 스켈링

지식과 구강건강신념과의 관련성에서 ‘장애성’과는 역상

관, ‘유익성’과는 순상관을 보였다. 이는 6개월 주기로 정

기적이며 자발적으로 스켈링을 하는 근로자의 지식 및 구

강건강신념이 모두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근로자의 스켈링 행태와 지식 및 구강

건강신념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개인

의 신념과 지식이 스켈링 행위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 스켈링 지

식과 구강건강신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의 개발과 함께 정기적인 스켈링을 통한 치주건강유지를

위해 계속구강건강관리체계의 운영 방안이 필요하며, 산

업장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구강보

건관련정책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의 생산직과 사무직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

사로 연구결과의 해석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속구강

건강관리에 관한 전향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요 약

본 연구는 근로자의 스켈링 행태와 지식 및 구강건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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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북 일부지역의 근로

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미회수자와

부실한 응답자 21명을 제외한 479명 중 스켈링 경험이

있는 326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1. 스켈링 지식 평균은 6.44(10점 만점)이었고, 구강건

강신념 평균은 2.72(5점 척도)이었다. 하부 영역 중

‘유익성’이 3.24로 가장 높았고, ‘심각성’이 2.25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스켈링 지식 및 구강건강신념

에서 성별은 ‘행동의 계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고(p<.05), 연령은 ‘심각성’과 ‘행동의 계기’에서 차

이가 있었다(p<.05). 학력은 ‘심각성’에서 차이가 있

었고(p<.01), 근무분야는 스켈링 지식과 ‘감수성’ 및

‘심각성’에서 차이를 보였으며(p<.05), 월수입은 스켈

링 지식과 ‘유익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05). 

3. 스켈링 행태와 지식 및 구강건강신념의 차이에서 정

기적으로 스켈링을 하는 경우 스켈링 지식과 ‘유익성

’이 유의하게 높았고(p<.001), 하지 않는 경우 ‘감수

성’, ‘심각성’ 그리고 ‘장애성’에서 높았다(p<.05, .01,

.001). 스켈링 주기는 짧을수록 스켈링 지식과 ‘유익

성’이 유의하게 높았고(p<.001, .01), ‘장애성’은 주기

가 길수록 높았다(p<.01). 스켈링 동기는 자발적인

경우 스켈링 지식이 높았고(p<.01), 권유에 의한 경

우 ‘행동의 계기’가 높았다(p<.01) 

4. 스켈링 행태와 지식 및 구강건강신념과의 상관관계

는 정기적 스켈링과 스켈링 주기에서 스켈링 지식과

‘유익성’은 역상관(p<.01), ‘심각성’과 ‘장애성’은 순

상관(p<.05, .01)을 보였고, 스켈링 동기는 스켈링 지

식과는 역상관(p<.01), ‘행동의 계기’와는 순상관

(p<.01)을 보였다.

5. 스켈링 지식과 구강건강신념과의 상관관계는 ‘장애성’

과는 역상관(p<.01), ‘유익성'과는 순상관(p<.01)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근로자의 치주건강을 위해서는 스켈링에

대한 중요성을 정책적으로 홍보, 관리하여 6개월 주기로

정기적 스켈링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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