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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구강관리행태와 구강관리능력과 관련있는 변수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

다. 연구대상은 편의 추출된 D광역시의 베트남교민회, C도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이용

하여 자기기입식 조사와 구강검사를 하였으며, 수집된자료는 85부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

까지 실시하였다. 구강관리능력과 관련 있는 변수는 국내 거주기간, 칫솔질 횟수, 구강보건교육경험과 자아존중감과

구강관리능력 사이의 경로계수는 -0.624(p<0.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인식

및생활습관이 가족의 구강건강에영향을미치므로관리, 교육 및구강질병발생시치료로연계되는 체계적 프로그

램과 사회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주제어 : 구강건강행위,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 문화적응 스트레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자아존중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oral management

ability of Vietnam marriage migrant wome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extracted at randomly select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Vietnamese people 's association in D metropolitan city and the public health

center in C city. The data were gather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translated into Vietnamese and oral

examination, collected 85. The data was collected from June, 2016 to February, 2017. Vietnam marriage

migrant women’s oral management ability were foun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taying in korea, tooth brushing frequency and experiences of oral health education. Also, as a result of

path analysis, self-esteem was affected on oral management ability.

• Key words : Oral health behavior, Patient hygiene performance index, Acculturative stress, Vietnam
marriage migrant women,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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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제관계의 다양성과 국내의 사회적인 현상에 의해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의 증가로 외국인들의 유입이

증가되고 있다. 2015년 국내의 다문화 혼인이 전체 혼인

대비 7.4%로 22,462건을 차지하고 있고, 2008년 이후 조

금씩 감소 추세라고 보고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

를보여주고있으며, 이중한국인남자와 20~30대의젊은

외국인 여성간의 국제 혼인이 대략 62% 정도를 차지하

고 있다. 또한 2015년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의 출신 국가는 중국이 27.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베

트남 출신 23.1%, 필리핀 4.7% 순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전년대비중국, 일본, 필리핀등은감소되고있으나베트

남의 비중은 증가되었다[1].

결혼이주여성은 현재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가족

내 다양한 역할에 놓인 삶의 주체자로 살아가고 있으나,

국제결혼의특성상다른문화로이주하는변화는단순한

지역적 이동을 넘어 새로운 행동과 사고를 요구하는 과

정으로이주여성개인에게는과중한부담을주는스트레

스로 나타날 수 있다[2]. 이처럼 Berry[3]는 문화적응과

정에 원인을 두는 스트레스를 문화적응스트레스라고 하

였고, 이때 문화적 상황의 변화가 개인의 대처능력을 초

과할 때 임상적 우울, 불안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은 서툰 언어능력과 문화적응스트레스로

자아존중감의형성에영향을끼치게된다[4]. 자아존중감

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가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이다[5].

결혼이주여성을 둘러싼 많은 스트레스 유발요인들은

감정을억제하거나우울, 강박증, 불안, 분노등의부정적

정서로나타나고, 신체화증상으로나타나면서자아형성

에도 영향을 주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

지만[6], 높은 자아존중감은 부정적 정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기전의 기능을 한다[7].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낮은 자아

존중감은 구강질환과의 관계에서도 구강건조, 구취 및

여러 구강 점막질환 등의 다양한 증상이나 징후에 연관

성이있다고보고되어있다[8,9,10]. Jeon 등[11]은 다문화

가족여성의치아우식경험, 치주상태와보철치료필요도

는 우리나라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치은출

혈과치석침착은임산부보다고심각하다고하였고, Cho

등[12]은 다문화 이주여성들은 비교적 젊은 연령이었음

에도불구하고대부분낮은구강관리수준을보였다고하

였다.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부분 구강질환은 응급질환이 아니라고 생

각하기 때문에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편이

며[13],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제도와 보건의료서

비스가 취약하여 경제적 취약 등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

하지못하여제대로건강관리를받지못한다고보고되고

있다[14].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구강질환의고통에서벗어나일상생활에장애를받지않

고살아가기위해서는구강건강이적절히관리되어야한

다[15].

다문화이주여성의건강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문화

가정에관한관련연구가증가하고있으며, 연구결과이

주여성의사회문화적적응정도, 교육수준, 직업이나경제

상태 등 개인적 요인이 건강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16].

결혼이주여성을대상으로한연구로는구강과관련하

여구강건강실태,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의효과, 구강건

강신념등이있을뿐구강건강관리능력과관련한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11,13].

결혼 이주여성은우리사회의구성원으로서사회의기

본구조인 가족의 건강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 가족의 건

강을책임지는모성의구강건강관리는반드시필요하다.

이에본연구는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구강관리행위및

구강관리능력을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조사하여 베트남

이주여성의구강건강증진및유지에도움이되는교육자

료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

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

중감과 구강관리능력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인

가?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D광역시의 베트남교민회와 다문화센터, C

도의 보건소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기관에 연구의

협조를 얻어 무작위로 편의표본 추출하였다. 연구를 위

하여 대상자에 대한 자료 수집은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

하여 D대학의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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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1041490-20160509-HR-010)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참여의 자율성, 익명성과 비밀보장, 조사내용은 연

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모든 참

여자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서면 동의

서를 받은 후 베트남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

기기입식 조사를 한 후 구강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의표본수는 G*power 3.14 프로그램을이용하여효과크

기 0.5, 유의수준 0.05, 통계적 검정력 0.8로 적용하여 산

출한 결과 권고한 표본 수는 67명이었고, 구조방정식모

형이용을위해서는모수개수의최대 5배표본이필요한

데본연구의모수의개수는 9개로표본크기는 45명이다.

본 연구는 85명을자료수집하여변수들간의관계를통

계적으로 확인하는데 충분한 표본수라고 할 수 있다. 자

료수집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실시하였

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는 모든 조사 대상자에게 일반적 특성 6문항,

문화적응스트레스 35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 구강건강

행위 6문항을설문을통한자기기입식방법으로파악하였

고, 구강관리능력지수는 훈련받은 치과위생사 2인이 검

사를 실시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

을 이용하여 표시하였다.

2.2.1 문화적응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Sandhu와 Asrabadi[17]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ASSIS)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Likert척

도로지각된차별감 8문항, 향수병 4문항, 지각된 적대감

5문항, 두려움 4문항, 문화충격 2문항, 죄책감 2문항, 사

회적고립감, 열등감, 불신, 의사소통과관련된문항의기

타 10문항으로총 36문항으로구성되었으나연구의대상

과목적에맞게기타항목을 9문항으로줄여 35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Sandhu와 Asrabadi[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0.95였고, 본 연구에서

는 0.86이었다.

2.2.2 자아존중감
Rosenberg[18]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맞게수정보완하여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

도로 재구성하였다. 설문은 10문항으로 부정적 질문

(3,5,8,9,10)은 역환산하여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Rosenberg[18]의 연

구에서 Chronbach's alpha 값은 0.90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0.83이었다.

2.2.3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구강관리가 잘 되고 있는 지

를 알아보기 위해 Podshaley와 Haley(1968)의 치면세균

막의 부착정도를 평가하는 구강위생지수 중 구강환경관

리능력지수(Patient hygiene performance index, PHP

index)를 이용하였다. 상․하악 6개대상치아의 6면(상

악 좌 ․ 우측 제1대구치 협면, 상악 우측 ․ 하악 좌측

중절치순면, 하악좌․우측제1대구치설면)에 치과위

생사가 치면착색제를 치아에 도포한 후 치면을 5부분으

로구분하여착색이되면 1점, 착색이되지않으면 0점을

부여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점수범위는 최저 0점부터

최고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치면세균막이 많이

존재하고 구강관리능력이 낮음을 의미한다[19].

2.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0.0와 IBM SPSS AMOS

20(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및 구강건강행위 특성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PHP index평균은빈도분석과기

술통계를 하였고, 일반적 및 구강건강관련행태 특성에

따른 구강관리능력, 자아존중감 및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통계학적 유의검정 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자아존중감과구강관리능력정도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AMOS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대우도법으로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

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구강관리능력, 자아

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Table

1). 연령은 25∼34세가 63.5%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국내 거주기간으로는 13~60개월 38.8%, 61~12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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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대학이상이 68.2%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는 불교 38.8%, 무교

37.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

관리능력을 살펴본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PHP index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p=0.052). 국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p=0.018), 교육정도

가 낮을수록(p=0.041) PHP index가 높았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나

이가 어릴수록(p=0.007), 교육정도가 높을수록(p<0.001)

높게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일반적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p=0.001), 국내 거주기간이길수록(p=0.027) 높게나타났

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85)  
Variables N(%)† PHP index‡ self-esteem‡ Acculturative Stress‡

Age(yr)

20~24 21 (24.7) 2.13±0.65 35.47±4.94b 77.80±17.35a

25~34 54 (63.5) 2.58±0.90 32.55±4.28a,b 97.27±23.04b

≥35 10 (11.8) 2.83±0.77 30.80±1.13a 81.90±19.01a,b

p-value 0.052 0.007** 0.001**

Staying in Korea(month)

≤12 9 (10.6) 2.40±0.32a,b 34.00±3.50 69.88±15.66a

13~60 33 (38.8) 2.32±0.89a 33.78±5.22 90.93±20.92a,b

61~120 31 (36.5) 2.44±0.92a,b 32.87±4.26 95.54±26.49b

≥121 12 (14.1) 3.20±0.48b 30.91±2.39 92.83±14.44b

p-value 0.018** 0.250 0.027*

Education

≤Middle school 8 ( 9.4) 2.89±0.88a 30.12±1.80a 89.62±17.84

High school 19 (22.4) 2.82±0.80a 30.00±3.34a 98.52±24.06

≥College 58 (68.2) 2.34±0.83a 34.48±4.33b 88.24±22.87

p-value 0.041* <0.001*** 0.235

Religion

Christian 6 ( 7.1) 2.85±0.24 32.50±2.73 101.83±35.28

Catholic 14 (16.5) 2.26±0.96 33.00±6.12 93.07±18.08

Buddhism 33 (38.8) 2.51±0.90 33.24±4.34 89.66±21.78

None 32 (37.6) 2.53±0.83 33.03±4.13 88.53±23.65

p-value 0.546 0.985 0.596

Smoking experience

Yes 2 ( 2.4) 2.41±1.06 31.50±3.53 99.00±11.31

No 83 (97.6) 2.50±0.86 33.10±4.47 90.45±23.09

p-value 0.878 0.616 0.605

Drinking experience

Yes 46 (54.1) 2.57±0.85 34.13±4.91 87.13±24.35

† : Number(%), ‡ : Mean ± SD
a,b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using the Scheffe method at =0.05.
*p<0.05, **p<0.01, ***p<0.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t-test, one 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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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행위 특성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행위에 따른 구강관리능력, 자

아존중감및문화적응스트레스에관한분석결과는다음

과 같다(Table 2). 칫솔질 횟수는 3회 45.9%, 2회 32.9%

순으로나타났으며, 칫솔질방법은회전법 50.6%, 묘원법

27.1%, 횡마법 22.4% 순으로 나타났다.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62,4%로 높았으며, 구강보건교육 경험

이 없는 경우가 72.9%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구강건강

행위에 따른 구강관리능력을 살펴본 결과, 칫솔질 횟수

가 적을수록(p=0.018),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p<0.001)에 PHP index가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건강행

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구강보조용품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p=0.026)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Table 2> Oral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85)

† : Number(%), ‡ : Mean ± SD
a,b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using the Scheffe method at =0.05.
*p<0.05, **p<0.01, ***p<0.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t-test, one way ANOVA.

Variables N(%)† PHP index‡ self-esteem‡ Acculturative Stress‡

Tooth brushing frequency(times)

1 7 ( 8.2) 3.00±1.17b 32.00±6.24 87.85±24.05

2 28 (32.9) 2.71±0.81a,b 32.32±3.39 89.75±19.91

3 39 (45.9) 2.43±0.79a,b 33.02±4.28 93.28±25.06

≥4 11 (12.9) 1.89±0.66a 35.81±5.56 85.45±23.04

p-value 0.018* 0.144 0.753

Tooth brushing method

Rolling method 43 (50.6) 2.44±0.80 32.81±4.78 88.72±23.90

Scrub method 19 (22.4) 2.45±0.91 34.00±4.17 93.52±24.27

Circle method 23 (27.1) 2.65±0.91 32.78±4.07 91.91±20.27

p-value 0.632 0.591 0.718

Use of oral hygiene devices

Yes 53 (62.4) 2.54±0.84 32.15±3.57 90.26±23.51

No 32 (37.6) 2.43±0.89 34.59±5.32 91.31±22.16

p-value 0.551 0.026* 0.893

Experiences of oral health education

Yes 23 (27.1) 1.90±0.77 34.34±4.70 87.52±23.49

No 62 (72.9) 2.72±0.78 32.59±4.29 91.82±22.74

p-value <0.001*** 0.107 0.445

Regular oral examination

Within 6months 32 (37.6) 2.49±0.90 33.25±5.75 86.43±21.49

6months~Within 1year 20 (23.5) 2.45±0.95 33.55±3.31 87.25±21.46

Over 1year 27 (41.8) 2.58±0.82 33.07±3.54 97.22±24.19

None 6 ( 7.1) 2.30±0.46 30.50±3.27 95.00±26.96

p-value 0.894 0.522 0.268

Experience of scaling within 1year

Yes 41 ( 48.2) 2.56±0.92 32.87±5.13 85.63±20.50

No 44 ( 51.8) 2.46±0.81 33.45±3.71 94.3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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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대상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
감 및 구강관리능력 정도

연구대상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구강

관리능력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문화적응스트레스의점수범위는 35점부터 175점까지

이며 본연구의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평균은 90.66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인 지각된 차별감은 40점 중 20.24

점, 향수병은 20점 중 11.47점, 지각된 적대감은 25점 중

12.27점, 두려움은 20점 중 9.73점, 문화충격은 15점 중

7.68점, 죄책감은 10점 중 4.80점, 기타항목으로는 45점

중24.47점을 보였다. 자아존중감의 점수 범위는 5점부터

50점으로본연구에서는 33.07점을보였으며, PHP index

는 점수범위 0점에서 5점 중 2.50점을 보였다.

<Table 3> Scores of Acculturative Stress, Self-esteem 
and PHP index of the Subject         (N=85)
Variables Mean ± SD

Acculturative Stress 90.66 ± 22.89

Perceived Discrimination 20.24 ± 5.63

Homesickness 11.47 ± 2.64

Perceived Hate 12.27 ± 3.85

Fear 9.73 ± 3.25

Culture Shock 7.68 ± 1.91

Guilt 4.80 ± 1.92

Miscellaneous 24.47 ± 6.84

Self-esteem 33.07 ± 4.45

PHP index 2.50 ± 0.86

3.4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구강관
리능력 간의 공분산 구조분석

연구 초기에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다음과 같

다(Table 4). Chi-square=77.063(df=26, p<0.001), GFI=0.833,

AGFI=0.711, RMR=0.065, NFI=0.877, CFI=0.913, IFI=

0.915, RMSEA=0.153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 기준 지표와 비교하

여보았을때 RMR, CFI, IFI는기준지표를초과하여적

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GFI, AGFI, NFI,

RMSEA의 값은 기준치에 근접하여 양호하게 나타났다.

초기의설정한모형을유지하면서적합도를높이기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와 X1과 X2, X1과 X3, X2

와 X5의 오차항간 공분산을 순차적으로 허용하였다. 수

정된 모형의 적합도는 Chi-square=36.496(df=23,

p=0.037), GFI=0.921, AGFI=0.845, RMR=0.051, NFI

=0.942, CFI=0.977, IFI=0.978, RMSEA =0.084로 나타났

으며적합도지수가전반적으로향상되어수정된모형을

채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통해각변수들의경로계수를

이용하여연구에서설정한가설에대한검정결과와유의

미한 경로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5, Fig 1).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구강관리능력 사이의 경로계수

는 -0.133(p=0.270)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구강관리능력 사이의 경로계수는

-0.624(p<0.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Model Fitness Statistics for Hypothetical and Modified Model
Categories x²(p) df

CMIN
/df

GFI AGFI RMR NFI CFI IFI RMSEA

Criteria - - ≤2 ≥0.90 ≥0.90 ≤0.08 ≥0.90 ≥0.90 ≥0.90 ≤0.08

Hypothetical
77.063
(p=0.000)

26 2.964 0.833 0.711 0.065 0.877 0.913 0.915 0.153

Modified
36.496
(p=0.037)

23 1.587 0.921 0.845 0.051 0.942 0.977 0.978 0.084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RMR=root meansquared residual, NFI=normal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Table 5> Hypothetical and Modified Model of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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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Perceived Discrimination, X2=Homesickness, X3=Perceived Hate, X4=Fear, X5=Culture Shock, X6=Guilt, X7=Miscellaneous, X8=Self esteem score,
Y9=PHP index

[Fig. 1] Path diagram for final model

4. 고 찰
결혼이주여성은우리사회의구성원으로서사회의기

본구조인 가족의 건강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 가족의 건

강을 책임지는모성의 구강건강관리는반드시 필요하다.

이에본연구는결혼이주여성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

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구강관리행위 및 구강관리능

력을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조사하여 베트남 이주여성의

구강건강증진 및 유지에 도움이 되는 교육자료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는 총 304,516명으로 추정되며 여성이

81.5%, 연령대는 29.0세 이하 23.0%, 30대 32.6%, 40대

24.3%, 50대 13.4%, 60대 이상 6.6% 순으로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국내 거주기간은 2년 미만 2.2%, 2∼5년 미만

13.8%, 5∼10년 미만 36.1%, 15년 이상 20.6%로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1],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비교하면 25∼34세가

63.5%, 국내 거주기간으로는 13~60개월 38.8%, 61∼120

개월 36.5%로 나타나 전국실태조사와 나눈 범주가 다르

기는 하지만 높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 비슷하

였다.

연구 대상자의 구강건강행위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

칫솔질 횟수는 3회 45.9%,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경

우가 62,4%로 높았으며 정기검진 또는 치석제거를 위해

치과방문이약 40%전후, 구강보건교육경험이있는경우

27.1%의 결과를보였다. 칫솔질횟수는 Kim과 Nam[20],

Cho 등[1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kim과 Nam[20]의 연구에서는 구강관리보조용품을 사용

하는경우가 24.5%로 상반된결과를보였으며, 1년 동안

치과 치료를 받은 자가 42.6%로 본 연구보다 약간 높은

결과를 보였다. Cho 등[12]의 연구에서는 치과방문 경험

률이 67%로 치과교육 경험률은 46.0%로 본 연구결과보

다높은결과를보였다. 이는연구대상자들의지역특성,

경제적상황등의여건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을것으

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구강

관리능력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점수범위는 35점부터 175점까지이며 총점 90점을 보였

다.

Lee 등[21]의 연구에서는 5점만점중평균 2.36점, 그

중 기타 중 의사소통이 2.80, 향수병이 2.64로 높게 나타

났으며, 지각된적대감이 1.92점으로가장낮게나타났으

며, Kim과 Choi[22]의 연구에서는문화충격의영역이높

았으며, 두려움영역이낮게나타났다. 이러한차이는결

혼이주여성의나이, 국내거주기간, 낮은경제수준및사

회적지위, 언어, 문화등의차이에의해나타난결과라고

생각한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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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이주한 사람들과의 멘토를 연

결하여감정적인교류를통하여해소를할수있는방안

이 필요하겠다.

자아존중감의 점수 범위는 5점부터 50점으로 총점 33

점을보였으며, 중간보다높은정도를보였다. Lee 등[21]

의 연구에서는 4점만점중 2.86점을나타냈고, 본연구와

다른도구를사용하여측정한 Kim과 Choi[22], 연구대상

자가 다르지만 빈곤층 성인을 대상으로 한 Park과

Lee[23], 일부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Han 등[24]의

연구보다본연구결과가약간낮게나타났다. 이는나이

가어릴수록, 교육정도가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의 나이가

대부분 30대 이후가 많았고, 교육정도는 대학 이상보다

고등학교 졸업이 많아서 다른 연구보다 약간 낮게 나타

났다고 사료된다.

Kim 등[4]은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을 낮추

며, Park과 Hyun[25]은 스트레스정도가 낮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증진 및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과개인적접근과환경적접근에대한중재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PHP

index를분석한결과, 점수범위 0점에서 5점중평균 2.50

점을 보였으며, 대상은 다르지만 Yoon과 Yang[26]은

2.66점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Woo와 Kim[27]은 내국

인 근로자의 여성의 경우 잇솔질 교습 전 1.44점, Lim과

Hwang[28]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30점을 보여 상이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개인의 흡연 등 개인의 건강관련행태, 지식 및 인식

등의 차이가 구강 관리 능력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

된다. 치면세균막은치아우식병과치주병을유발하는제

1원인물질이며, 세균이 작용하도록 하는 가장 대표적인

환경요인이다[29]. 구강병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는 치면세균막관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식과 인식의 변화가 선

행되어야하므로구강환경을증진시키기위해서는먼저

구강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고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자의구강관리능력과관련변수로는국내거

주기간이 길수록 구강관리능력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칫솔질횟수가많을수록, 구강보건교육경험이있는

경우 능력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구강관리능력 사이의 경로계수

를이용하여본결과자아존중감만구강관리능력에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Jeon 등[11]의 연구에서다문화가족여성의영구치우

식경험율은 90.5%, 치주상태는 치석부착군이 61.8%, 치

아발거필요도는 베트남에서 온 여성이 12.0%로 가장 높

았다. Cho 등[3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여성의 우식

경험영구치수가 1.78, 한국여성은 0.70으로 다문화가정

여성이치아우식경험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다

문화가족 여성의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취약한 구강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

로는 구강보건교육, 예방 및 치료를 체계화하여 접근하

는 것이다. Kim 등[31]은 구강보건실천, 식생활행태 등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구강보건지식이 영향을 미치며

이는구강보건교육을받은경험과관련이있다고보고하

였고, Yoon과 Jang[32], Kim과 Kim[33]은 구강보건지식

이 구강보건행태에 실천성을 높여준다고 보고하였다.

Woo와 Kim[27]의 연구에서도 잇솔질 교습 전 PHP

index가 1.477에서 1.137로 현저히낮아져교육의효과를

보였고, Cho 등[13]의 다문화 가정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연구에서구강관리프로그램을실시하기전우식경험

영구치는 2.76에서 1.67로, 지역사회치주지수는 1.66에서

1.12로 변화를 보여 1년간 구강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한

후다문화가족여성의치아우식과치주질환에관련한지

표들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Woo와

Kim[27]은 한 달 후 치면세균막 지수가 다시 잇솔질 교

습 전의 수치로 회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구강병을 예

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의학적 및 구강 특성과 관리능

력의 수준에 따른 체계적인 개인 맞춤형 치면세균막 관

리와 반복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반복적인

구강보건교육을 경험하게 되면 지식, 인식, 행동의 변화

로이행되며이런과정에자존감의향상으로이어지도록

한다면 구강관리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그러기 위

해서는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측면등여러측면에서통

합적, 체계적, 계속적인 구강건강관리 방법을 활용할 필

요가 있다.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인식 및 생활 습관이 가족의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

및교육나아가서는구강질병발생시치료로연계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구강관리능력의 관련성 117
체계적 프로그램과 사회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을 편

의추출하여측정하였으며참여한대상자의수가 80여명

에불과하므로연구결과를일반화하기에제한점이있으

므로추후에는좀더보편적이고신뢰성높은연구를위

해이와같은문제점을보완한조사및연구가필요할것

으로 보인다. 이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 가정의

구강건강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각국가별사회문화적

신념과구강건강신념에대한조사와연구로그들의문화

를이해하고그에맞는구강보건교육및구강건강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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