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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매 이용과 구강건강과의 련성을 규명하기 해 구, 경북 28개의 고등학생들 280명의 매
이용에 따른 칫솔질 행태와 구강건강상태인식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  유의성이 있는 결과를 얻

었다. 식사  간식 후 칫솔질은 여학생, 3학년에서 높았다. 칫솔질 후 10번 이상 입헹굼은 여학생, 자가용,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여학생, 3학년, 자가용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매 이용 빈도 체 평균은 
2.26이며 구강건강상태인식은 3.44이다. 매 이용 빈도는 2학년, 등교시간 오  8시 이 , 용돈은 많을수록 
높았다. 구강건강상태인식은 남학생, 통학버스, 용돈은 많을수록 높았다. 칫솔질행태에 따른 매 이용 빈도
는 3분 이상 칫솔질 시간에서 2.45로 높았고, 구강건강상태인식은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할 경우 3.32로 높았
다. 구강건강상태인식, 일반 인 특징, 칫솔질행태가 매 이용 빈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한 다 회
귀분석 결과 Y(매 이용 빈도)= -952 + .393(구강건강상태인식) - 1.721(등교시간) + .991(용돈) + 1.124
(칫솔질 시간)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내 올바른 구강보건 리 교육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 이를 꾸 히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구강건강상태인식∣고등학생∣매점 이용∣칫솔질 행태∣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d the toothbrushing behavior and perception of oral health condition in 
accordance with the use of cafeteria, 280 Students of 28 high schools in Daegu and Gyeongbuk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afeteria use and oral health. and then obtain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like below. Toothbrushing after meals and snacks was high with female 
students and Grade3. Rinsing mouth for ten times or more after toothbrushing was high with 
female students and private car while the use of oral care products was high with female 
students, Grade3, and private car. The whole average frequency of using cafeteria was 2.26 while 
the perception of oral health condition was 3.44. The frequency of using cafeteria was high with 
Grade2, before time for school, and lots of allowance. The perception of oral health condition was 
high with male students, school bus, and lots of allowance. The frequency of using cafeteria in 
accordance with toothbrushing behavior was high with toothbrushing for longer than three 
minutes(2.45) while the perception of oral health condition was high in case when using oral care 
products(3.32). In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perception of oral health conditio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oothbrushing behavior on the 
frequency of using cafeteria, it was analyzed like Y(frequency of using cafeteria)=-952+ 
.393(perception of oral health condition)- 1.721(time for school)+ .991(allowance)+ 1.124(duration 
of toothbrushing). Based on the results above,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the educational 
system to continuously practice the correct oral health care education i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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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  심리 으로 격한 변화를 겪으

면서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요한 시기이다[1]. 

성인기에 발생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청소년기에 

축 되어 35세 이후에 발생된다[2]. 따라서 이 시기에 

형성된 올바른 구강건강습 과 구강건강을 지키기 

한 신념은 성인기의 구강건강에 지 한 향을 미친다

[3]. 한 청소년기에 구강건강상태가 불량한 학생은 그

지 않은 학생에 비해 결석을 포함해서 활동이 제한되

는 날이 약 12배 높으며[4], 구강건강상 문제는 학업수

행 정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나타낸다[5]. 따라서 이 

시기의 구강건강 유지는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2세 우식경험

구치지수1.8개, 만 15세 우식경험 구치지수 3.3개 수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평균 1.6개에 비하면 우

식경험 구치지수가 높은 수 이다[6]. 따라서 치아우

식에 한 구강질환을 방하기 한 노력이 수반되어

야 할 것이다. 이를 해 가장 효과 이고 간편하며 쉽

게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인 방법은 칫솔질이라 할 수 

있다[7]. 칫솔질은 치아 표면의 음식물 잔사를 세정하여 

구강을 청결하게 하며 치면세균막 형성을 방  제거

해주는 물리요법으로 일상생활에서 규칙 으로 할 수 

있다. 한 칫솔질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방하

는 가장 근본 이고 핵심 인 구강보건교육사업이다

[8]. 구강 리에 있어 청소년 시기는 치아우식증 유발의 

원인인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지는 시기이다[9]. 특히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기는 빠른 시간 내

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경향

이 있는데 과일이나 우유보다는 빵류, 스낵류, 과자, 아

이스크림 등 구강질환의 원인인 탄수화물, 당류 음식물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10]. 이러한 간식을 구매

하는 장소로는 학생들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학교 내 

매 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정

[12]은 당질섭취량의 증가는 우식경험 구치지수 높이

는 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소 섭취량 증가는 신생 우식

구치 발생 험비가 낮아진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당류인 탄수화물이 많은 고등학교 내 매 은 이용과 구

강 리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하고 생각한다. 

그 동안 청소년을 상으로 구강건강행 와 련된 연

구나[13-17]구강보건지식이나 행도에 련된 연구

[18][19]는 다수 수행되어 왔으나 매 이용에 따른 구강

건강행도에 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

구는 학입시로 학업에 집 되어 구강보건 리가 미

흡하고 치아우식증을 높이는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어

난 청소년 시기인 고둥학생들을 상으로 이들의 구강

건강 유지  증진을 해 매 이용에 따른 칫솔질 행

태와 구강건강상태인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로 

인해 청소년들을 한 구강보건 교육 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도출과 구강건강 리방안을 모색하는 기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구, 경

북에 소재하고 있는 28개의 고등학교에 295명의 고등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불충분한 

응답을 한 15부를 제외한 280명을 상으로 평가를 실

시하 다. 

2. 연구방법 

2.1 설문조사

본 연구의 도구는 김[20]과 정 등[21]의 선행연구에서 

고등학생 매 이용에 따른 칫솔질 행태를 연구목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으며 직 면담조사로 총 

280부를 최종 분석하 다. 설문조사 항목으로는 일반

인 특징 6항목, 칫솔질행태 5항목, 재 본인이 느끼는 

구강건강상태인식을 조사하 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과 칫솔질 

행태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 으며 일반 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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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칫솔질 행태를 악하기 해서는 교차분석

(Chisquare test)을 실시하 다. 잇솔질행태에  따른 매

이용과 구강건강상태인식은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와 t-test를 이용하 고 매 이용

과 칫솔질행태, 일반 인 특징, 구강건강상태인식과의

인과 계를 검증하기 해 다 회귀분석 실시하 다. 

유의성 정을 한 유의수 은 0.05로 설정하 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고등학생 연구 상자 체 280명의 성별은 남학생

78(27.9%)명, 여학생 202(72.1%)명이며, 학년은 3학년

이 140(50.0), 등교시간은 253(90.4%)명이 오  8시 이

이며, 거주지는 233(83.2%)명가 자택으로 응답하

다. 등교방법은 119(42.56%)가 도보이며 한달 용돈은 

122(43.6%)가 5만원 미만으로 조사되었다[표 1]. 

특성 빈도(명) %

성별     
남
여

78
202

27.9
72.1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7
93

140

16.8
33.2
50.0

등교시간    
≥오전 8시
오전 8시<

253
27

90.4
9.6

거주지    
자택

기숙사(자취)
233
47

83.2
16.8

등교방법  
도보

통학버스(대중교통)
자가용(부모님)

119
108
53

42.5
38.6
18.6

용돈
(한달기준)  

>5만원
5-10만원
10만원<

122
96
62

43.6
34.3
22.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2.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칫솔질 행태

연구 상자들의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칫솔질 행태

에서 칫솔질 빈도는 3번 이상 닦는 경우에서 여학생이 

82.2%, 식사  간식 후 칫솔질을 하는 경우도 여학생

이 62.4%로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평가되었다

(p<.05). 학년은 2학년이 식사  간식 후 칫솔질을 한

다가 63.4%로 가장 높았다(p<.05). 등교시간에 따른 칫

솔질 행태  3분 이상의 칫솔질 시간이 오  8시 이

에서 75.5%로 오  8시 이후보다 다소 높았다. 거주지

는 칫솔질 시간에서 기숙사(자취)가 87.2%로 자택보다 

3분 이상 닦는다가 유의하게 높았으나(p<.05), 식사  

간식 후 칫솔질을 하는 경우는 자택인 경우 더 높았으

나 유의성은 없었다. 등교방법은 자가용(부모님)이 칫

솔질 빈도 3번이상이 80.6%로 가장 높았으나 칫솔질 

시간은 도보인 경우 3분 이상 닦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

(p<.05). 용돈은 10만원 이상에서 식사  간식 후 칫솔

질을 하는 경우 53.2%로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표 

2]. 칫솔질  후 입행굼 빈도는 10번 이상 헹구는 경우에

서 여학생이 10.9%로 남학생 7.7%보다 높았으며

(p<.05), 등교방법이 자가용(부모님)이 17.0%로 10이상

이 가장 높았다(p<.05). 구강보조용품 사용은 여학생이 

58.4%로 남학생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p<.05), 

학년은 3학년이 61.4%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

다(p<.05). 등교방법에서는 자가용(부모님)이 75.%로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한다가 가장 높았다(p<.05)[표 3].  

3.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매점이용 빈도와 구강건

강상태인식 

연구 상자의 매 이용 빈도는 체 평균은 주 5일 

 2.26로 나타났으며 구강건강상태인식은 5  척도에

서 3.44로 나타났다. 일반 인 특성에 따른 매 이용 빈

도는 남학생이 2.58로 여학생 2.13보다 높았으나 유의성

은 없었다. 학년은 2학년이 2.89로 다른 학년에 비해 매

을 많이 이용하 고(p<.05), 등교시간은 오  8시 이

인 경우 2.66의 빈도로 나타났다(p<.05). 용돈은 많을

수록 매 이용 빈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 다(p<.05), 

구강건강상태인식은 남학생이 3.89로 여학생 3.29에 비

해 본인의 구강상태가 좋다고 느끼고 있었다(p<.05).  

등교시간은 오  8시 이 이 다소 없었지만 유의성은 

없었다. 등교방법에서는 통학버스( 교통)를 이용하

는 경우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5). 용동은 많

이 받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5)[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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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칫솔질 후 입헹굼 빈도 N(%)

χ²
구강보조용품사용 유무 N(%) 

χ²
1-5번 5-10번 10< 아니오

성별
남
여

43(55.1)
74(36.6)

29(37.2)
106(52.5)

6(7.7)
22(10.9)

.019*
35(44.9)

118(58.4)
43(55.1)
84(41.6)

.028*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21(44.7)
41(44.1)
55(39.3)

23(48.9)
44(47.3)

8(8.6)

3(6.4)
8(8.6)

17(12.1)
.757

26(55.3)
41(44.1)
86(61.4)

21(44.7)
52(55.9)
54(38.6)

.034*

등교시간
≥오전 8시
오전 8시<

104(41.1)
13(48.1)

124(49.0)
11(40.7)

25(9.9)
3(11.1)

.714
135(53.4)
18(66.7)

118(46.6)
9(33.3)

.132

거주지
자택
기숙사(자취)

96(41.2)
21(44.7)

115(49.4)
20(42.6)

22(9.4)
6(12.8)

.631
125(53.6)
28(59.6)

108(46.4)
19(40.4)

.281

등교방법
도보
통학버스(대중교통)
자가용(부모님)

58(48.7)
45(41.7)
14(26.4)

48(40.3)
57(52.8)
30(56.6)

13(10.9)
6(5.6)

9(17.0)
.018*

53(44.5)
60(55.6)
40(75.5)

66(55.5)
48(44.4)
13(24.5)

.001*

용돈
(한달기준)

>5만원
5-10만원
10만원<

51(41.8)
33(34.4)
33(53.2)

57(46.7)
51(53.1)
27(43.5)

14(11.5)
12(12.5)

2(3.2)
.102

74(60.7)
47(49.0)
32(51.6)

48(39.3)
49(51.0)
30(48.4)

.196

*p<.05  **p<.01  ***p<.001

표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칫솔질 행태(칫솔질 후 입헹굼 빈도, 구강보조용품사용 유무)

Division
칫솔질 빈도 N(%)

χ²
칫솔질 시간  N(%)

χ²
식사  간식 후 칫솔질 N(%)

χ²
≥2번 3번≤ >3분 3분≤ 아니오

성별
남학생
여학생

28(35.9)
36(17.8)

50(64.1)
166(82.2)

.001**
22(28.2)
50(24.8)

56(71.8)
152(75.2)

.327
39(50.0)

126(62.4)
39(50.0)
76(37.6)

.040*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4(29.8)
20(21.5)
30(21.4)

33(70.2)
73(78.5)

110(78.6)
.463

14(29.8)
24(25.8)
34(24.3)

33(70.2)
69(74.2)

106(75.7)
.756

9(18.1)
59(63.4)
47(33.6)

38(80.9)
34(36.6)
93(66.4)

.000***

등교시간
≥오전 8시
오전 8시<

57(22.5)
7(25.9)

196(77.5)
20(74.1)

.424
62(24.5)
10(37.0)

191(75.5)
17(63.0)

.120
104(41.1)
11(40.1)

149(58.9)
16(59.3)

.571

거주지
자택
기숙사(자취)

54(23.2)
10(21.3)

179(76.8)
37(78.7)

.472
66(28.3)
6(12.8)

167(71.7)
41(87.2)

.017*
100(42.9)
15(31.9)

133(57.1)
32(68.1)

.107

등교방법
도보
통학버스(대중교통)
자가용(부모님)

41(34.5)
17(15.7)
6(11.3)

78(65.5)
91(84.3)
47(88.7)

.000***
22(18.5)
39(36.1)
11(20.8)

97(81.5)
69(63.9)
42(79.2)

.007**
46(38.7)
51(47.2)
18(34.0)

73(61.3)
57(52.8)
35(66.0)

.214

용돈
(한달기준)

>5만원
5-10만원
10만원<

26(21.3)
26(27.1)
12(19.4)

96(78.7)
70(72.9)
50(80.6)

.456
29(23.8)
29(30.2)
14(22.6)

93(76.2)
67(69.8)
48(77.4)

.455
43(35.2)
39(40.6)
33(53.2)

79(64.8)
57(59.4)
29(46.8)

.064

*p<.05  **p<.01  ***p<.001

표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칫솔질 행태(칫솔질 빈도, 칫솔질 시간, 식사 및 간식 후 칫솔질 유무)

4. 칫솔질행태에 따른 매점이용 빈도와 구강건강

상태 인식

칫솔질행태에 따른 매 이용 빈도와 구강건강상태 

인식은 [표 5]에 제시되었다. 칫솔질 빈도는 216(77.1%) 

가 3번 이상 닦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빈도는 큰 차

이가 없었다. 칫솔질 시간은 208(74.3%)가 3분 이상 닦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칫솔질 시간이 높은 경우 매 이

용 빈도가 2.45로 높게 평가되었다(p<.05). 식사  간

식 후 칫솔질은 165(58.9%)가 닦고 있었으며 매 빈도

가 차이가 없었다. 칫솔질 후 입헹굼 빈도는 5-10회가 

1356(48.2%)로 가장 높았고 매 이용 빈도는 입행굼 10

회 이상이 2.89로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구강보조

용품은 153(54.6%)가 사용하고 있었지만 매 이용 빈

도에는 향을 주지 않았다. 구강건강상태인식은 칫솔

질 시간에서 3분 이하가 3.59로 다소 높았으나 유의성

은 없었다. 구강보조용품은 사용할 경우 3.32로 구강건

강상태인식이 유의하게 높았다(p<.05)[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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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매 이용 빈도 
(일주일 기 ) 
M(S.D)

p
구강건강상태 
인식 M(S.D)

p

성별
남학생
여학생

2.58(2.13)
2.13(2.03)

.102
3.83(.87)
3.29(.83)

.000***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95(1.73)
b

2.89(1.98)
a

2.28(2.04)
a

.000***
3.40(.71)
3.60(.80)
3.35(.95)

.084

등교
시간

≥오전 8시
오전 8시<

2.66(1.63)
2.12(2.06)

.004**
4.00(.89)
3.46(.88)

.061

거주지
자택
기숙사(자취)

2.22(2.03)
2.44(2.24)

.509
3.44(.89)
3.44(.77)

.973

등교
방법

도보
통학버스
(대중교통)
자가용(부모님)

2.21(2.15)
2.24(2.04)
2.43(1.95)

.799
3.40(.86)

a

3.61(.92)
a

3.18(.73)
b

.013*

용돈
(한달
기준)

>5만원
5-10만원
10만원<

1.70(1.98)
c

2.38(2.11)
b

3.17(1.82)
a

.000***
3.21(.80)

c

3.50(.95)
b

3.80(.76)
a

.000***

Total 2.26(2.07) 3.44(.87)

*p<.05  **p<.01 ***p<.001 scheffe post verification: a>b

표 4.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매점이용도와 구강건강상태 인식

Division N(%)

매 이용 
빈도 

(1주 기 ) 
M(S.D)

p
구강건강상
태 인식 
M(S.D)

p

칫솔질 
빈도

≥2번
3번≤

64(22.9)
216(77.1)

2.15(2.16)
2.29(2.04)

.635
3.45(.90)
3.43(.87)

.915

칫솔질 
시간

>3분 
3분≤

72(25.7)
208(74.3)

1.70(1.91)
2.45(2.09)

.008
**

3.59(.86)
3.38(.87)

.083

식사 및 
간식 후 
칫솔질

예
아니오

115(41.1)
165(58.9)

2.26(1.99)
2.26(2.13)

.210
3.52(.89)
3.38(.86)

.210

칫솔질 후 
입헹굼 
빈도

1-5회
5-10회
10회<

117(41.8)
135(48.2)
28(10.0)

2.35(2.16)
2.05(1.98)
2.89(2.26)

.128
3.45(.84)
3.37(.88)
3.75(.92)

.113

구강보조
용품사용 
유무 

예
아니오

153(54.6)
127(45.4)

2.37(2.04)
2.12(2.10)

.309
3.32(.88)
3.29(.84)

.010*

*p<.05  **p<.01

표 5. 칫솔질행태에 따른 매점이용 빈도와 구강건강상태인식

5. 구강건강상태인식, 일반적인 특징, 칫솔질행태

와 매점이용 빈도와의 관계

구강건강상태인식, 일반 인 특징, 칫솔질행태가 매

이용 빈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

분석 결과 Y(매 이용 빈도)= -952 + .393(구강건강상

태인식) - 1.721(등교시간) + .991(용돈) + 1.124(칫솔질 

시간)으로 분석되었다. 즉 구강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낄

수록, 등교시간이  8시 이 (빠른 경우), 용돈이 많을수

록, 칫솔질 시간이 길수록 매 의 이용 빈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 다(p<.05)[표 6].

독립변수 β 표 오차 t값 p
상수 -952 .728 -1.308 .192

구강건강 .393 .141 2.792 .006**

성별(남:1, 여:0) .243 .284 .858 .392

학년(1,2:0, 3:1) -.010 .243 -.041 .967

등교시간(≥오전 8시:0
오전 8시<:1) - 1.721 .406 4.240 .000***

거주지(자택:0,
기숙사(자취):1) -.147 .340 -.433 .665

등교방법(도보:0, 
통학버스(대중교통)
자가용(부모님):1)

.037 .272 .135 .893

용돈(>5만원:0,5-10
만원.10만원:1) .991 .242 4.085 .000***

칫솔징 빈도(≥2번:0,
3번≤:1) .309 .141 1.026 .306

칫솔질 시간(>3분:0 
3분≤:1) 1.124 .301 3.932 .000***

식사, 간식 후 칫솔질
(예:0, 아니오:1) .293 .286 1.182 .238

칫솔질 수 입헹굼 빈도
(≥10번:0, 10번<:1) -.481 .256 -1.881 .061

구강보조용품사용
(예:1, 아니오:0) .387 .245 1.580 .115

R=.444,  R2=.197,  F=5.455, p=0.000.
종속변수: 매점이용빈도

*p<.05  **p<.01  ***p<.001 

표 6. 구강건강상태인식, 일반적인 특징, 칫솔질행태와 매

점이용빈도와의 회귀분석

   

Ⅳ. 고 찰

청소년기의 구강보건 리는 평생의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해 매우 요하며 이 시기의 특징인 학

교 내 매 이용은 청소년의 구강질환을 일으키는 식습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0].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을 

상으로 매 이용에 따라서 구강건강 리방법의 기본

인 칫솔질의 형태와 구강건강상태인식 조사를 함으로

서 청소년의 구강건강을 더욱 효과 으로 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 다. 

연구 상자들의 일반 인 특징에 따른 칫솔질 행태

는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칫솔질 빈도 3번 이상, 식사  

간식 후 칫솔질 하는 경우, 칫솔질 후 입헹굼 10번 이상,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남학생에 비해 높

았으며 통계  유의성을 나타냈다(p<.05). 조[16]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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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 따른 구강건강행 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

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 다. 류 등[18]은 

구강보건교육 빈도가 ‘0’인 경우에서 남학생 51.6%, 여

학생 29.3%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구강보건교육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구강보건교육 빈도가 

높은 여학생 집단이 구강보건 리를 남학생에 비해 잘 

한 것으로 사료된다. 학년별 칫솔질 행태는 식사  간

식 후 칫솔질을 하는 경우는 2학년, 구강보조용품을 사

용하는 경우는 3학년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5). 김[20]은 3학년이 구강건강 련행동과 주  

구강건강상태가 다른 학년에 비해 높다고 하 으며, 이

[22]는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구강건강지식구간이 높다

고 보고하 다. 따라서 1학년에 비해 구강본건지식이 

높은 2, 3학년에서 칫솔질행태가 높다고 해석된다. 주거

지는 칫솔질 시간 3분 이상인 경우 기숙사(자취)인 경

우가 자택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5). 자택인 

경우는 부분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정 

외[21]은 부모, 편부모, 기타에서 구강 련 삶의 질이 

기타인 경우 다소 높게 보고되었다. 부모와 함께 있는 

경우 칫솔질행태와 삶의 질이 높다고 상을 하 으나 

다른 결과를 도출되어 이에 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등교방법은 칫솔질 빈도 

3번 이상, 칫솔질 후 입헹굼 10회 이상,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자가용(부모님)인 경우 높은 결과를 

보 으며 칫솔질 시간 3분 이상은 도보와 자가용(부모

님)인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다(p<.05). 이는 통학버스

( 교통)에 비해 도보나 자가용(부모님)인 경우는  

시간 인 측면에서 칫솔질 빈도나 시간, 헹굼 빈도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강보조

용품은 경제 인 측면과 교육 인 측면에서 자가용(부

모님)인 경우 사용하는 경우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일반 인 특성에 따른 매 이용 빈도는 학년, 등교

시간, 용돈에서 통계  유의성을 나타냈다(p<.05). 학년

는 3학년이 높았다. 3학년인 경우 학교에 있는 시간이 

다른 학년에 비해 많아 매 이용 빈도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등교시간은 오  8시 이 이 높았다. 이는 일

 오기 해 아침을 거른 경우가 많을 것이며 이로 인

해 아침식사를 해결하기 해 매 을 이용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용돈은 10만원 이상인 경우 즉 용돈이 가장 

많은 경우 매 이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가정의 

경제 인 면과 연 이 있는 것으로 용돈이 많은 것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라 해석

된다. 구강건강상태에 한 인식은 성별과 등교방법, 용

돈에서 유의성을 보 다(p<.05). 성별은 남학생이 높았

다. 이는 김[20]의 주  구강건강상태에서 남학생이 

높은 결과와 동일하다. 등교방법은 통학버스( 교퉁)

에서 높았으며 용돈은 10만원 이상인 경우 구강건강상

태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김[20]은 용돈이 다소 높은 

5-10마원인 경우 구강건강 련행 가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차이는 있지만 용돈이 은 집단보다 다소 

높은 집단인 경우 구강건강 련행 가 높기 때문에 구

강건강상태 인식도 높을 것으로 해석된다. 칫솔질행태

에 따른 매 이용 빈도는 칫솔질 시간 3분 이상에서 빈

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5). 매 이용 빈도가 높을수

록 칫솔질 행태가 좋지 않을 것이라 상을 하 으나 

그 반 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식품을 섭취한 경

우 칫솔질에 한 필요성을 더욱 느낌으로 칫솔질 시간

이 긴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건강상태인식은 구강보조

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p<.05). 임 등[23]

은 구강 생용품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구강보건의식

행태를 낮추는데 향을 다고 보고하 다. 즉 구강

생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것은 구강보건의식핸태를 높이

고 이는 본인의 구강건강상태인식을 높이는데 향을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건강상태인식, 일반 인 특징, 

칫솔질행태가 매 이용 빈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기 해 다 회귀분석 결과 Y(매 이용 빈도)= -952 + 

.393(구강건강상태인식) - 1.721(등교시간) + .991(용돈) 

+ 1.124(칫솔질 시간)으로 분석되었다. 즉 본인의 구강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낄수록, 등교시간이 빠른 경우 용

돈이 많을수록, 칫솔질 시간이 긴 경우 매 의 이용 빈

도가 높게 나타났다. 총 으로 보아 학교 내 매 에

는 스낵류, 빙과류, 빵류 등 구강질환의 원인인 식품을 

많이 매하고 있어[11] 청소년의 구강건강에 좋지 않

은 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결과에는 구강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낄수록 매 이용 빈도가 높았으나 이를 해 

구강건강과 식품에 계에 한 교육이 이루어져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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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지식을 고취 시켜야 하며 아침식사를 제 로 잘 할 

수 있는 책마련이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한 학교 

내에서 구강 리를 한 지속 인 구강보건 리 교육

이 이루어져 이를 꾸 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의 상자가 일정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져 

실태를 정확하게 악하고 일반화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칫솔질행태 외에도 구강 리를 한 다양한 

방법과의 계,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계 등 추후 이

에 한 다양한 연구가 더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구, 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28개의 고등

학교 학생들 280명을 상으로 매 이용에 따른 칫솔

질 행태와 구강건강상태인식을 평가하고자 연구를 실

시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에서 통계 인 유의성

(p<.05)을 갖는 결과를 도출하 다. 

1. 연구 상자들의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칫솔질 행

태에서 칫솔질 빈도는 3번 이상 닦는 경우, 식사 

 간식 후 칫솔질을 하는 경우가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높았다. 학년은 2학년이 식사  간식 후 

칫솔질을 한다가 가장 높았다.  거주지는 칫솔질 

시간 3분 이상에서 기숙사(자취)가 자택보다 높았

다, 등교방법은 자가용(부모님)이 칫솔질 빈도 3번

이상이 가장 높았으나 칫솔질 시간은 도보인 경우 

3분 이상 닦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 칫솔질  후 입

행굼 빈도는 10번 이상 헹구는 경우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등교방법이 자가용(부모님)

이 가장 높았다. 구강보조용품 사용은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학년은 3학년

이 가장 많이 사용하 다. 등교방법은 자가용(부모

님)이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한다가 가장 높았다.  

2. 연구 상자의 매 이용 빈도는 체 평균은 주 5

일  2.26이며 구강건강상태인식은 3.44로 나타났

다. 일반 인 특성에 따른 매 이용 빈도는 학년은 

2학년이 2.89로 다른 학년에 비해 매 을 많이 이

용하 고,  등교시간은 오  8시 이 인 경우 빈도

가 높았으며, 용돈은 많을수록 매 이용 빈도가 높

았다. 구강건강상태인식은 남학생이 여학생 비해 

본인의 높았다. 등교방법에서는 통학버스( 교

통)이 가장 높았다. 용동은 많이 받을수록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칫솔질행태에 따른 매 이용 빈도와 구강건강상태 

인식은 칫솔질 시간은 3분 이상 닦는 것이 매 이

용 빈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구강건강상태인식은 . 

구강보조용품은 사용할 경우 구강건강상태인식이 

높았다.

4. 구강건강상태인식, 일반 인 특징, 칫솔질행태가 

매 이용 빈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 결과 Y(매 이용 빈도)= -952 + .393

(구강건강상태인식) - 1.721(등교시간) + .991(용

돈) + 1.124(칫솔질 시간)으로 분석되어 구강건강

상태가 좋다고 느낄수록, 등교시간이  8시 이 (빠

른 경우), 용돈이 많을수록, 칫솔질 시간이 길수록 

매 의 이용 빈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 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매 이용 빈도와 잇솔질행태, 구

강건강상태인식과의 계를 악함으로서 향후 청소년

의 구강건강을 한 올바른 지식과 구강건강 리를 수

행함에 있어 기 자료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내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한 극 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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