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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구강건강행위와 치주상태가 OHIP-14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2014년 3월 7일부터 6월 13일 
까지 경북 일개 대학 치위생과 스켈링센터에 방문한 255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시
행하였다. 그 결과 칫솔질교육경험이 없는 사람이 치태율, 치석율, OHIP-14가 높았고, 칫솔질 횟수는 적을수록 치태
율, 출혈율, 치석율은 높았고, OHIP-14는 낮았다. 치실사용 교육경험이 없고 치실사용을 하지않는 사람의 치석율은 
높았다. 치주상태 중 치태율은 높을수록, 치석율은 낮을수록 OHIP-14는 높아지는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칫솔질 횟
수가 많을수록, 치석율이 낮을수록 구강관련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기적인 치석제거의 필요성 
및 발생원인을 교육 할 수 있는 구강보건프로그램과 다양한 전달매체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구강보건교육, 구강건강영향지수, 치석제거, 치주건강  

Abstract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the influence of oral health behavior and periodontal status on their 
OHIP-14. Explained to 255 people who visited the scaling center of Dental Hygienics of a college in 
Gyeongbuk from March 7th to June 13th 2014 and it was agreed to perform. Result of dental plaque and 
calculus rate of those with no TBI were high; the less frequent do they teeth brushing the higher were their 
rate of dental plaque, bleeding and calculus, while their OHIP-14 was low. The rate of calculus of whom with 
no education on dental floss use and who do not use dental flosswas high. The more powerful for those with 
higher rate of dental plaque; while the lower was the rate of calculus the higher was OHIP-14. Therefore, the 
more do they brush their teeth and the lower are the rate of their calculus, the more positively has it been 
figured out to influence on the quality of their life of oral health. Consequently, public health program should 
be developed to educate them on the necessity of scaing on a regular basis and the cause calculus of 
occurrence, as well as a media through which they can easily participate in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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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오래 동안 건강하게 사는 삶의 

질에 심이 높아지면서 신건강은 물론 구강건강의 

요성도 함께 주목되고 있다[1]. 구강건강은 소화와 양

섭취를 도와 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외모나 

의사소통에도 향을 주어 인 계와 사회생활에 자신

감과 만족도를 높여 삶의 질에 향을 미친다[2].  구강건

강은 과거에는 객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평가하 으

나 차 주 인 구강인식을 평가하는 것에 심이 높

아지면서 구강건강 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개

발되어 보고되고 있다. 그 에 구강건강 향지수(Oral 

Health Impact Profile : 이하 OHIP)는 여러나라에서 사

용되어지고 있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증명되어진 도구로

[3] 49개의 문항을 14개 문항으로 축소한 OHIP-14(Oral 

Health Impact Profile–14)를 사용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4,5].

재 치과계에서는 구강건강 련 삶의 질을 향상하기

한 방안으로 치아상실의 주된 원인인 치아우식증과 치

주질환의 유병율을 이고 치료의 개념에서 벗어나 방

과 심미를 강조하는 진료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치석제거의 건강보험 여화(2013년 7월 1일 

기 )를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해 노력

하고 있다[6]. 스 링은 치아의 표면에 구강병의 원인이 

되는 치면세균막, 치석, 음식물 잔사, 외인성 색소 등의 

요인을 제거하는 술식으로 치주질환의 방과 치료에 필

수 이다[7]. 치면세균막의 조 에는 문가 리방법으

로 스 링이 기본 인 방법이며 자가 리법 에는 올바

른 칫솔질이 가장 효과 인 방법이라고 보고하 다[8]. 

스 링은 의료기 에 방문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칫솔질 교육이나 구강보조용품사용 교육 등 구강보건교

육은 의료기  방문없이 시행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

구하고 개발된 매체는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기까지 건

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해서는  연령에 맞는 구강보

건교육사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런 사업에 국민의 근

방법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 외의 장소  하나로 치

생과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지고있는 치면세마실습 참

여자를 상으로 구강건강행 와 치주상태을 조사하여 

OHIP-14의 계를 알아보고 향후 치 생 실습의 장 

연계성 강화와 상자의 만족도를 높여 보다 효과 인 

치면세마실습을 시행  구강보건교육을 제공하고자 실

시하 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3월 7일부터 6월 13일 까지 경북 일

개 학 치 생과 스 링센터에 방문한  264명을 상으

로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자필동의를 받아  문진표를 

작성하고 생징후(vital signs) 측정 후 정상범주에  속하

는 상자에게 설문 조사와 구강검사를 시행하 으며, 

부 합한 자료 9부를 제외한 255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

하 다.

2.2 연구 도구 및 구성

설문조사는 스 링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동의

한 상자에게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 고, 설문 

내용은 일반 인 특성(3문항), 구강건강행 (칫솔질 교

육경험 유무, 칫솔 횟수, 치실교육경험유무, 치실 사용, 

스 링 경험-5문항), OHIP-14(14문항)로 구성하 다. 

구강건강 향지수(OHIP-14)의 문항은 기존의 연구

[4,5]에서 사용한 것을 설문조사하 고,  신뢰도 분석결과

는 Cronbach′s alpha 0.953으로 높았다.

구강건강 향지수 각 문항은 ‘매우 그 다’는 5 . ‘자

주 그 다’ 4 , ‘가끔 그 다’3 , ‘거의 그 지 않다’ 2 , 

‘  그 지 않다’ 1 으로 총  70  만 으로 5  척도

로 수화 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주 인 구강건강

은 좋은 것으로 분석하 다. 치주상태를 측정하기 해

서는 실습  학생들이 먼  구강검사 후 담당교수 2인이 

다시 검사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 치태율(Dental Plaque 

rate), 출 율(Bleeding rate), 치석율(Calculus rate)을 산

출하 다.

※ 치태율(Dental Plaque rate)(%)= 

   착색된 치면의 수/검사된 치면 수× 100

※ 출 율(Bleeding rate)(%)= 

   치주낭 측정(30 ) 후 출 을 보인 치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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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내 존재하는 총 치아의 수× 100

※ 치석율(Calculus rate)(%)=

   치석이 부착된 면수/검사된 치면 수× 100

2.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통계 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 다. 일반 인 특성은 빈도분석하 고, 일

반 인 특성, 스 링 경험 유무와 구강건강행 의 계

는 Χ2 검정을 이용한 fisher’s exact test를, 구강건강행

와 치주상태, OHIP-14의 계는 t-test와 ANOVA  

Scheff’s test를 실시하 고 OHIP-14에 향을 주는 요

인 분석은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54.5%, 남자가 45.5%로 조사되었다. 연

령에서는 20 가 62.0%로 가장 많았고, 40 가 19.2%, 30

 10.2%, 50  8.6%로 나타났다. 흡연 유무에서는 ‘비흡

연자’가 69.8%로 ‘흡연자’30.2%보다 많았다.

Section       N(%)

Gender
Male 116(45.5)

Female 139(54.5)

Age

20-29 158(62.0)

30-39 26(10.2)

40-49 49(19.2)

50-59 22(8.6)

Smoking
Yes 77(30.2)

No 178(69.8)

Total 255(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3.2 일반적인 특성별 구강건강행위(칫솔교육 

경험 유무, 칫솔질 횟수)교차분석

일반 인 특성별 구강건강행 (칫솔교육 경험 유무, 

칫솔질 횟수)교차분석표는 <Table 2>와 같다.

연구 상자의 ‘칫솔질교육 경험 유무’에서는 ‘없다’가 

52.9%, ‘있다’ 47.1%보다 많았다. 특성별로는 성별에서 

남자는 ‘없다’가 63.8%로 많았고 여자는 ‘있다’가 56.1%

로 많았다(p<0.001). 흡연뮤무에서는 흡연자는 ‘없다’가 

62.3% 많았고, 비흡연자는 ‘있다’가 51.1%로 많아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5). 연령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연구 상자의 ‘칫솔질 횟수’에서는 체 으로 ‘하루 

3번’닦는다가 47.1%로 가장 많았다. 성별에서는 남자, 

여자 모두 ‘하루 3번’ 닦는다가 47.4%, 46.8%로 많았다

(p<0.01). 연령에서는 20 , 30 는 ‘하루 3번’닦는다가 

53.8%,42.3%로 가장많았고, 40 는 ‘하루2번’이 53.1%, 

50 는 ‘하루 3번’이 40.9% 다음으로 ‘하루2번’, ‘하루1

번’이 각각 27.3%많아 통계 으로 유의하 다

(p<0.001). 흡연유무에서 흡연자는 ‘하루 3번’이  39.0%

로 많았으나  ‘하루2번’도 36.4%로 많았다. 비흡연자는 

50.6%가 ‘하루3번’이를 닦는다고 답해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5).  

3.3 일반적인 특성별 구강건강행위(치실사용 

교육 경험, 치실사용 유무) 교차분석

일반 인 특성별 구강건강행 (치실사용 교육 경험, 

치실사용 유무) 교차분석표는 <Table 3>과 같다.

연구 상자의 치실사용 교육경험에서는 ‘없다’가 

82.4%로 많았다. 특성별로는 성별에서 남자, 여자 모두 

‘없다’가 92.2%, 74.1% 많았다(p<0.001). 흡연 유뮤에서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치실사용 교육경험이 ‘없다’가 

89.6%, 79.2%로 많았다(p<0.05). 

연구 상자의 치실사용 유무에서는 체 으로 ‘안한

다’가 64.7%로 많았다. 특성별로 남자는 80.2%가 ‘안한다’

가 많았고 여자는 ‘안한다’ 51.1%, ‘한다’ 48.9%로 비슷하

게 나타났다(p<0.001). 흡연 유무에서 흡연자는 76.6%가 

‘안한다’가 많았고. 비흡연자는 ‘안한다’ 59.6%, ‘한다’ 

40.4%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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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TBI 

P

　   Tooth brushing number

 P
 Yes  No 1 2 3 4≤

Gender
Male 42(36.2) 74(63.8)

0.001**　
22(19.0) 38(32.8) 55(47.4) 1(0.9) 　

0.007**

　Female 78(56.1) 61(43.9) 21(15.1) 37(26.6) 65(46.8) 16(11.5)

Age

20-29 76(48.1) 82(51.9)

0.312

　

24(15.2) 37(23.4) 85(53.8) 12(7.6)
　

　0.001**

　

30-39 8(30.8) 18(69.2) 9(34.6) 6(23.1) 11(42.3) 0(0.0)

40-49 26(53.1) 23(46.9) 4(8.2) 26(53.1) 15(30.6) 4(8.2)

50-59 10(45.5) 12(54.5) 6(27.3) 6(27.3) 9(40.9) 1(4.5)

Smoking
Yes 29(37.7) 48(62.3)

0.032*
17(22.1) 28(36.4) 30(39.0) 2(2.6) 　0.049*

No 91(51.1) 87(48.9) 26(14.6) 47(26.4) 90(50.6) 15(8.4)

Total      120(47.1) 135(52.9) 43(16.9) 75(29.4) 120(47.1) 17(6.7) 　

*:p<0.05   **:p<0.01

<Table 2>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oral health behavior(Tooth brushing 
instruction, Tooth brushing number)

　

Section　 

　

 Dental flossing instruction  
　

P

　 Dental floss   

P
 Yes  No  Yes  No

Gender
Male 9(7.8) 107(92.2) 0.000***

　

22(19.0) 94(80.2)

  0.000***　Female 36(25.9) 103(74.1) 68(48.9) 71(51.1)

Age

20-29 25(15.8) 133(84.2)
　

　

0.071

　

53(33.5) 105(66.5)

　0.105
30-39 5(19.2) 21(80.8) 13(50.0) 13(50.0)

40-49 14(28.6) 35(71.4) 20(40.8) 29(59.1)

50-59 1(4.5) 21(95.5) 4(18.2) 18(81.8)

Smoking
Yes 8(10.4) 69(89.6) 　

0.031**

18(23.4) 59(76.6) 　

  0.006**No 37(20.8) 141(79.2) 72(40.4) 106(59.6)

Total      45(17.6) 210(82.4) 　 90(35.3) 165(64.7) 　

**:p<0.01   ***:p<0.001

<Table 3>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oral health behavior(Dental flossing 
instruction, Dental floss )

Section

　

  scaling

 Total 
　

P Yes  No

TBI 

(Tooth brushing instruction)

Yes 79(63.2) 41(31.5) 120(47.1)
0.000***

No 46(36.8) 89(68.5) 135(52.9)

  Tooth brushing number　

1 11(8.8) 32(24.6) 43(16.9)

0.003**
2 35(28.0) 40(30.8) 75(29.4)

3 68(54.4) 52(40.0) 120(47.1)

4≤ 11(8.8) 6(4.6) 17(6.7)

 Dental flossing instruction 
Yes 33(26.4) 12(9.2) 45(17.6)

0.000***
No 92(73.6) 118(90.8) 210(82.4)

 Dental floss 
Yes 67(53.6) 23(17.7) 90(35.3)

0.000***
No 58(46.4) 107(82.3) 165(64.7)

Total 125(49.0) 130(51.0) 255(100)

**:p<0.01   ***:p<0.001

<Table 4> According to the oral health behavior of sc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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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N

                    Periodontal health   

   OHIP-14 Plaque rate Bleeding rate Calculus rate

Mean±S.D Mean±S.D Mean±S.D Mean±S.D

TBI 

(Tooth brushing 

instruction)

Yes 120 24.23±13.23 23.59±19.40 27.88±17.03 58.69±9.92

No 135 29.33±17.96 25.50±23.15 40.61±22.09 62.19±8.45

        t/F (p-value) 255 -2.555(0.011*) -0.711(0.477) -5.104(0.000***) -3.041(0.003**)

  Tooth brushing 

number　

1 43 29.16±13.46
ab

30.98±23.70
a

43.38±22.20
a

61.60±5.98
a

2 75 31.29±18.55a 29.32±24.72a 38.67±23.02ab 56.94±11.70c

3 120 23.40±114.92b 20.61±17.41ab 29.85±18.30b 60.23±8.19b

 4≤ 17 23.95±13.63ab 15.82±18.08b 28.22±12.39b 60.54±7.51b

       t/F (p-value) 255 4.195(0.006**) 5.045(0.002**) 6.508(0.000***) 6.302(0.000***)

 Dental flossing 

instruction 

Yes 45 23.61±15.26 22.83±19.79 27.99±16.48 58.17±12.67

No 210 27.64±16.20 24.98±21.81 36.04±21.41 60.05±8.39

       t/F (p-value) 255 -1.528(0.128) -0.611(0.542) -2.375(0.018*) -1.886(0.060)

 Dental floss 
Yes 90 24.81±15.04 25.23±20.75 30.01±17.73 60.1±10.46

No 165 28.08±16.55 24.26±21.87 37.13±21.98 60.9±8.29

     t/F (p-value) 255 -1.556(0.121) 0.347(0.729) -2.641(0.009**) -0.742(0.459)

 *:p<0.05  **:p<0.01  ***:p<0.001

<Table 5> According to the oral health behavior of periodontal status and OHIP-14

3.4 스켈링 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행위

(칫솔. 치실사용 교육 경험, 칫솔질 횟수, 

치실사용 유무) 교차분석

스 링 경험유무에 따른 구강건강행  교차분석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체 으로 스 링 경험이 없다는 

사람이 51.0%로 스 링 경험이 있다는 사람 49.0%보다 

조  많이 조사되었다. 스 링 경험이 있는 사람은 칫솔

질 교육경험 유무에서 ‘있다’가 63.2%, 칫솔질 횟수는 ‘하

루3번’이 54.4%, 치실사용 교육경험은 ‘없다’ 73.6%, 치실

사용은 ‘한다’가 53.6%로 많았고 스 링 경험이 없는 사

람은 칫솔질 교육경험이 ‘없다’ 68.5%(p<0.001), 칫솔질 

횟수는 ‘하루 3번’40.0%(p<0.01), 치실사용 교육경험은 

‘없다’가 90.8%(p<0.001), 치실사용은 ‘안한다’가 

82.3%(p<0.001)로 높게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하 다.

3.5 구강건강행위(칫솔질 교육, 칫솔 횟수, 치

실교육, 치실 사용)에 따른 치주상태

(Plaque rate, Bleeding rate, Calculus 

rate)와 OHIP-14 

구강건강행 에 따른 치주상태와 OHIP-14의 통계표

는 <Table 5>와 같다.

칫솔질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치주상태에서는 칫솔

질 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의 치태율(Plaque rate)이 

29.33±17.96으로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 24.23±13.23보다 

높았고(p<0.05), 치석율(Calculus rate)은 칫솔질 교육경

험이 없는 사람이 40.61±22.09로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  

27.88±17.03보다 높아 차이를 보 다(p<0.001). 출 율

(Bleeding rate)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칫솔질 교

육 경험 유무에 따른 OHIP-14에서는 칫솔질 교육 경험

이 없는 사람이 62.19±8.45로 있는 사람 58.69±9.92 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1).

칫솔 횟수에 따른 치주상태에서 치태율은 ‘하루 2번’ 

닦는 사람이 31.29±18.55로 ‘하루1번’ 닦는 사람  

29.16±13.46보다 높아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1). 

출 율은 ‘하루 1번’ 닦는 사람 30.98±23.70와 ‘하루2번’닦

는 사람 29.32±24.72로 ‘하루 4번 이상’ 닦는 사람보다높

았고(p<0.001), 치석율도 ‘하루 1번’ 닦는 사람 

43.38±22.20로 ‘하루 3번’ 29.85±18.30‘하루 4번 이

상’28.22±12.39닦는사람보다 높아 통계 으로 차이가 있

었다(p<0.001). 칫솔 횟수에 따른 OHIP-14에서는 ‘하루1

번’ 닦는 사람 61.60±5.98로 ‘하루 2번’ 닦는 사람 

56.54±11.70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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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실사용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치주상태  치석율

에서 치실사용교육 경험이 ‘없다’는 사람이 36.04±21.41

로 ‘있다’ 27.99±16.48 보다 치석율이 높게 나타나 통계

으로 차이가 있었다(p<0.05). 치태율과 출 율, OHIP-14

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치실사용에 따른 치주상태에서 치실 사용을 안하는 

사람의 치석율이  37.13±21.98로 치실사용을 하는사람

30.01±17.73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치태율과 출 율, OHIP-14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6 OHIP-14에 영향을 주는 치주건강상태

OHIP-14에 향을 주는 회귀 분석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설명력은 37% 으며, 치태율은 높을수록 

OHIP-14는 높았고(p<0.01), 치석율은 높을수록 OHIP-14

는 낮아지는 (p<0.05) 향을 주었다.

 independent 

variable 
B  β  t (p-value)

invariable 59.932 48.119(0.000)

 Plaque rate .133 .229 2.876(0.004)

Bleeding rate -.019 -.043 -.580(0.562)

Calculus rate -.072 -.162 -2.167(0.031)

   R2 =0.037     Adjust  R2 =0.025     F=3.177      P= 0.025

*:p<0.05  **:p<0.01

<Table 6>  Effect of OHIP-14

4. 고찰

구강질환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치료 후에도 원래의 

형태로 완 히 회복되지 않아 치료보다 방이나 리가 

무엇보다 요하다. 그러므로 정기 인 구강검사, 치면세

마, 올바른 칫솔질, 구강보조용품 사용 등의 구강건강행

는 구강건강수 을 향상시키고[9] 나아가 삶의 질에도 

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구강건강증진을 해

서는 일생동안 계속 인 구강건강행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에 맞는 구강보건교육 로그램도 체계 이고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

생과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지고있는 치면세마실습 참

여자를 상으로 구강건강행 와 치주상태을 조사하여 

OHIP-14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악하고 향후 치 생 

실습의 장 연계성 강화와 상자의 만족도를 높여 보

다 효과 인 치면세마실습과 구강보건교육을 제공하고

자 실시하 다. 

먼  일반 인 특성별 구강건강행 (칫솔질 교육 경

험, 칫솔질 횟수, 치실사용 교육 경험, 치실사용 유무) 분

석결과 성별에서는 칫솔사용 유무 (p<0.01), 칫솔 회수 

(p<0.01), 치실사용교육 유무 (p<0.001), 치실사용유무 

(p<0.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여자가 칫솔질 교

육 경험이 ‘있다’가 56.1%로 높았고, 치실사용 교육 경험

은 체 으로 ‘없다’가 남자 92.2% 여자 74.1%로 높았으

나  여자는 ‘있다’가 25.9%로 남자보다 많아 이 등[10]의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치과방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나 치과를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구강보건교육을 받을 

기회가 생겨 구강 생용품 교육 경험이 많은 것으로 생

각할 수 있겠다. 일일 칫솔질 횟수에서는 ‘하루 3번’ 닦는

다가 남자 47.4%, 여자 46.8%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자는 ‘하루 4회 이상’닦는다가 11.5%로 남자보다 많아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치실사용도 여자 48.9%가 사용

한다고 답해 남자 19.0%보다 높았다. 이 결과는 장 등

[11]과  등[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으며, 칫솔질 교

육경험이 칫솔질 횟수에 향을  것으로 생각된다. 흡

연유무에 따라서는 칫솔사용 유무 (p<0.05), 칫솔 회수 

(p<0.05), 치실사용교육 유무 (p<0.05), 치실사용유무 

(p<0.01)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높아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이 결과는 흡연자가 남자가 많아 나타난 결

과로 보여지며, 궁 등[13])의 연구에서 흡연자가 건강행

에 한 지각된 유익성은 낮고 건강행  실천도 은 

것으로 보고하여 이 연구결과를 지지해 다.

스 링경험유무에 따른 구강건강행 에서는 스 링 

경험이 있는 사람이 칫솔질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았고 

칫솔질 횟수도 3회와 4회 이상한다가 많았으며 치실사용

교육도 받은 사람이, 치실 사용도 하는 사람이 조  높게 

나타났으나 반 으로 치실교육과 사용율은 낮은 편이

었다. 이 결과는 스 링을 받으러 의료기 에 방문한 것

은 구강건강에 한 심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구강건

강행 도 더 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한 스

링 과정이 단순한 치석제거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강보건교육이 함께 시행된 결과로 스 링 환자에 한 

보다 개별 이면서 다양한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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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건강행 에 따른 치주건강상태에서는 칫솔질교

육경험이 없는 사람의 치태율, 출 율, 치석율이 높았으

며 OHIP-14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등[14]의 연구

에서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이 구강건강행 를 

잘하는 것으로, 최와 황[15]의 연구에서도 구강보건교육

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구강보건

행 의 실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태도  행동

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한 칫솔질교육경험이 없는 사람

의 OHIP-14가 높은 것은 구강보건교육이 주로 치료목

으로 방문한 의료기 이나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어지며 앞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강보건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매체와 달

매체가 개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칫솔질 횟수가 하루 4번 이상하는 사람의 치태율, 출

율, 치석율이 낮았으며 OHIP-14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윤[16]의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칫솔질 횟수

가 3회 이상인 경우 OHIP-14가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

하여 일부 일치하 다. 이 결과는 구강건강행  에서

도 실천이 치주상태와 구강건강 삶의 질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실천을 유지할 수 있는 계속 인 재교육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치실사용 교육경험이 없는 사람과 치실사용을 안한다

는 사람의 치석율이 높게 나타나 유의하 다. 이 등[17]

의 결과에서 구강 생용품의 사용이 구강건강을 항상시

킨다고 보고하여 이 결과를 지지해 다.

OHIP-14에 향을 주는 치주상태 회귀 분석 결과에

서는 치태율은 높을수록 OHIP-14는 높았고(p<0.01), 치

석율은 높을수록 OHIP-14는 낮아지는 (p<0.05) 향을 

주었다. 이 결과는 부분의 사람들이 구강의 치태만으

로 구강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니며 치석은 많

으면 잇몸의 변화가 나타나 치주질환으로 이환 될 수 있

으며 구취나 치아동요, 치석의 노출로 인한 심미 인 부

분에도 향을  수 있어 구강건강 삶의 질에 향을 주

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치면세균막이 리되지 않

으면 치석이 되고 더 나아가 치주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

다. 치면세균막의 리는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 생용품 

사용, 치면세마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교육 할 필요

가 있겠다. 한  치주질환의 방과 치료에 있어 가장 

요하고 기본이 되는 처치인 스 링과 구강보건교육은 

치과 생사의 주된 업무로 포 이며 지속 으로 지도

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할 것이며 치면세마실습실 

방문자 부분이 래 집단인 20 로 성인 기의 구강보

건교육 로그램과 쉽게 근할 수 있는 달매체의 개발

이 필요하겠다.

이 연구의 제한 으로 지역이 제한 이고 연령  분

포와 수의 편차가 커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칫솔

질을 하는 횟수와 치석율이 구강건강삶의 질에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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