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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의 구강보건행태와 식습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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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behavior and eating habits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Young-Nam Park, Sung-Uk Yoon
Dept. of Dental Hygiene, Gimche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구, 경북 4개 국가 180명 다문화가정 자녀의 구강보건행태와 식습관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설문조사하였다. 식습관은 5점 척도에서 평균 3.14점으로 보통이상을 나타냈으며‘우유나 유제
품을 자주 먹는다’3.44점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행태는 구강위생용품 사용 25.0%, 칫솔질 빈도 2번 61.7%, 칫솔질 회전
법 48.3%, 자녀 스스로 닦는다 56.1%, 구강보건교육을 받았다 27.2%, 6개월 구강검진기간 인식 58.9%로 나타났다
(p<.05). 구강보건행태에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구강위생용품을 사용 시, 구강건강상태인식 ‘보통이상’, 칫솔질 3번은 
남성, 30-39세, 직업 있는 경우, 유치원이 높았다(p<.05).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식습관은 구강위생용품 사용 시, 칫솔질 
회전법, 구강보건교육 받을 경우 식습관이 좋았다(p<.05). 즉 구강보건행태가 올바른 경우 식습관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
다. 총괄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구강보건행태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구강보건행태, 다문화 가정 자녀, 식습관, 구강보건교육, 구강위생용품 
Abstract  This study out to June to December 2016 survey investigate relations between the oral health 
behavior and eating habits of 180 multicultural families from children 4 countries in Daegu and Gyeongbuk 
The mean eating habits were 3.14 points on the 5-point scale, which was better than normal, 3.44 on "having 
milk or dairy products often". As for oral health behavior, 25.0% Using oral hygiene products, 61.7% brushed 
teeth twice a day; 48.3% toothbrushing Rolling method; 56.1% toothbrushing for oneself; 27.2% received oral 
health education; 58.9% aware that have an oral checkup every 6 months. As for general characteristics 
influencing oral health behavior(p<.05), If you using oral hygiene products, “Above average” of Oral Health 
Status Recognition; Brushing teeth 3 times a day was high according to men, thirties, Have occupation, 
kindergarten(p<.05). They had good eating habits according to oral health behavior as using oral hygiene 
products, Toothbrushing rolling method, Receiving oral health education(p<.05). That is, Multicultural families 
right oral health behavior led to good eating habits. Collectively, also systematic education on eating habits and 
oral health behavior to improve their or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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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농촌사회의

붕괴, 혼인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있는실정이다[1]. 국제결혼이빠르게증가하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이 상승되고 있으며 외국인

이 2017년 7월 기준으로 200만 명이넘게거주하고있으

며[2]. 우리나라의 국제 결혼는 2012년 14만8천명에서

2017년 7월 기준으로 15만4천명이며 9.6%로 증가하였으

며외국인과의혼인중에서외국여성과의혼인이 84.0%

이며 농어촌지역에 국제결혼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2]. 또한 2000년대이후급속히증가된국제결혼이다문

화가정이라는 새로운 인구계층을 이루게 되었다[3]. 이

주여성의 대부분의 국적은 조선족을 비롯하여 중국, 필

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 일본 등의여러 민족으로구

성되어 있다[4]. 이러한 다문회가정의 수는 꾸준히 늘어

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가족이란 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결혼이민자 배우자 및 그 후손으로 구성된 가족

을의미한다[5]. 이러한다문화가정은체계적인한국사회

문화적 적응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로 유입되어 많은 장

애를겪고있다. 언어장애로인한의사소통의어려움, 건

강과의료이용의문제점, 문화적인이질감, 낮은소득등

의문제점들이보고되고있다[6]. 특히 한국문화와언어

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습득이 부족한 상태에서[7,8] 출

산과 육아를하게되어의료기관방문시의료진과의소

통의 어려움, 의료기관 방문의 어려움으로 자녀의 건강

관리에 문제점을 겪고 있어[9] 국가차원에서도 이들 다

문화가정 집단의 건강상태가 심각해질수록 사회적 비용

이 증가됨으로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심도 증가되고

있는실정이다[10]. 이와 더불어다문화가정모친의결혼

당시평균연령이낮고결혼후첫자녀를출산하기까지

기간이짧아한국어수준이낮으며자녀의구강건강관리

에 대한 정보습득의 질과 경로도 한정되어 있으며[11],

자녀 및 본인의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가 소극적이다

[12]. 따라서치과질환유병율은높지만구강관리인식이

낮고 치과진료 요구도는 높지만 치과진료포기 경험률은

29.7%에 이른다[13]. 또한 올바른 식습관은 건강한 구강

상태를 나타내지만[14]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정보 문해

능력은연령이적고체류기간이짧을수록낮았으며불규

칙한식습관이 11.0%,, 가끔 불규칙한식습관이 42.5%이

며베트남여성이경우불규칙성이가장높게나타나건

강한식습관에영향을주고있다[13]. 구강건강은전신건

강에 비해 소홀히 여기지는 경향이 있으나 영양분 섭취

를 통해 전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이며[12] 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도구강건강은매우중

요한요인이다[15]. 그러나다문화가족은일반가족에비

해 올바른 구강보건행태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6]. 그러므로다문화가족의구강보건을향상시키기위

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주여

성과 연관된 구강건강 등에 대한 연구[17,18,19], 다문화

가정자녀의치아우식과관련된연구[20,21], 다문화가정

자녀양육경험과정신건강에[22]관한연구는보고되었으

나다문화가정자녀의구강보건행태와식습관에관련된

연구는 미비하여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언어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다

문화 가정에 자녀들의 구강보건행태와 식습관과의 연관

성을 규명하여 올바른 식습관과 구강관리 대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

기 위한 관심과 실천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연구는 2016년 0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대구, 경

북에서다문화가정 12살이하자녀의구강보건행태와식

습관을조사하기위해실시되었다. 다문화가정의외국인

부모에게연구목적을설명하고동의를받아연구자가직

접 면담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

수는 G*Power 3.1.3을 활용하여 Effect size F(효과크

기) 0.2, α=0.05, 검정력(1-β)=0.90에서 178명이 필요한

것으로산출되어총 180명을대상으로수집하였다. 다문

화가정 부모 중 여성이 152명, 남성이 28명이며 국적은

중국 45명, 태국 15명, 베트남 85명, 방글라데시 35명으로

총 180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2.2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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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작성은 윤 외[17]와 구 외[18]의 연구도구를

참고하였으며 조사내용의 설문지는 구강보건전문가 3인

에게내용타당도를검증하여 18명의대상자에게예비조

사를 실시하여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

고동의를구한후자기기입식으로작성하게하여직접

수거하였다. 설문 내용은 다문화가정의 일반적인 특성 7

문항,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구강보건행태와 식습관은 부

모를 통해 설문되었으며 구강보건행태는 구강위생용품

사용유무, 칫솔질빈도, 칫솔질방법, 칫솔질해주는사

람, 구강건강교육 유무, 구강건강검진기간에 대한 인식

6문항, 식습관은 규칙적 식사시간 정도, 아침식사 정도,

하루 세끼 식사 정도, 야채 과일 섭취정도, 우유 유제품

섭취정도, 음식을달게먹는정도, 초콜릿사탕아이스크

림 먹는 정도, 간식 먹는 정도에 대한 8문항으로 구성되

어있으며 ‘음식을달게먹는정도’, ‘초콜릿사탕아이스

크림 먹는 정도’, ‘간식 먹는 정도’는 역코딩으로 수정하

여리커트 5점척도로 ‘매우그렇지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을 하였으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식습관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a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12.0 프로그램을이용하여분

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연구대상자의일반적인특성, 구

강보건행태는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에따른구강보건행태의항목별백분율의차이를검

증하기위해서는교차분석을실시하였다. 일반적인특성

과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식습관의 항목별 평균의 차이

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검증을 하

였으며 평균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

Turkey의 HSD 방법 사후분석을하였다. 식습관의신뢰

도는 Cronbach's α= .657이었으며 검정을 위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일반적인특성은 <Table 1>와같다. 성

별에서 여성 152(84.4%)명, 남성 28(15.6%)명으로 여성

의 비율이 높았다. 나이는 30-39세가 94(52.2%)명으로

높았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가 123(68.3%)명으로 나타났

다. 구강건강상태에대한인식은보통이상이라고인식하

는경우가 152(84.4%)명으로많이나타났으며자녀의수

는 1명,2명이 166(92.2%)명으로 많았다.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은 85(47.2%)명이 유치원으로 나타났다.

Characterization Division N %

Gender
Male
Female

152
28

84.4
15.6

Age
20-29 year
30-39 year
≥40 year

62
94
24

34.4
52.2
13.3

Job
Yes
No

123
57

68.3
31.7

Oral Health
Status
Recognition

Above average
bad

152
28

84.4
15.6

Number of
children

1 person
2 person
≥3 person

83
83
14

46.1
46.1
7.8

Child's
educational
institution

Day care Center
Kindergarden
Elementary School

72
85
23

40.0
47.2
12.8

total 180 100.0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home

3.2 다문화가정 자녀의 식습관
다문화가정자녀의식습관은 <Table 2>와같다. 식습

관의 전체적인평균은 3.14으로 보통이상의식습관 상태

를 보였다. 8문항 중 ‘우유나 유제품을 자주 먹는다’가

3.4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하루 세끼를 거르지 매일

먹는다’ 가 3.41로 높았다. ‘간식을자주먹는다’는 2.7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2> Eating habits Average of Multicultural 
children

Division
Eating
habits
(score)

Stand
ing

1. Meal time is regular 3.36 3
2. Eat breakfast every day 3.33 4
3. Eat all three meals a day 3.41 2
4 .I often eat vegetables and fruits 3.11 5
5. I often eat milk or milk products 3.44 1
6 .I eat sweet food. 2.97 6
7. I often eat chocolate, candy, and ice cream 2.78 7
8. I often eat snacks. 2.74 8

Total Mean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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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문화가정 자녀의 구강보건행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구강보건행태는 <Table 3>와 같

다. 구강위생용품의사용은 45(25.0%)명이사용하였으며

칫솔질 빈도는 111(61.7%)명이 2번으로 나타났다. 칫솔

질방법은회전법이 87(48.3%)명이며자녀에게칫솔질을

해주는사람은스스로닦는경우가 101(56.1%)명으로나

타났다.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우는 49 (27.2 %)명이며

구강검진기간에대한인식은 106(58.9%)명이 6개월로나

타났다.

Oral Health Behavior Division N %
Using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Yes
No

45
135

25.0
75.0

Toothbrushing
frequency

1
2
3≤

45
111
24

25.0
61.7
13.3

Toothbrushing
method

Scrub
Rolling
Fones
Do not know

28
87
23
42

15.6
48.3
12.8
23.3

A person brushing a child
Parent (teacher)
Oneself

79
101

43.9
56.1

Oral health education
Yes
No
Do not know

49
82
49

27.2
45.6
27.2

Recognition of oral
examination cycle of parent

Every 6 months
Every 12 months
Do not know

106
25
48

58.9
13.9
26.7

<Table 3> Oral health behavior of Multicultural 
           children

3.4 다문화 가정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녀의 구강위생용품 사용 유무, 칫솔질 
빈도, 칫솔질 방법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녀의 구강위생용품 사용 유

무, 칫솔질빈도, 칫솔질방법은 <Table 4>와같다. 구강

위생용품을사용하는경우는여성과남성과각각 25.7%,

21.4%로 여성인경우, 나이는 40세이상이 26.6%로 다소

높았다. 직업은 있는 경우 27.6%로 없는 경우보다 높았

다. 구강건강상태에대한인식은보통이상인경우 27.6%

로 나쁘다 10.7%보다유의하게높았다(p<.05). 자녀의수

는 3명이상인 경우 28.6%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교

육기관은 유치원이 34.5%로 높았다. 칫솔질 빈도 3번이

남성이 32.1%로 여성 9.9%보다유의하게높았다(p<.05).

나이는 30-39세가 20.2%로 가장 높았으며(p<.05), 직업

은있는경우 15.4%로높게나타났다(p<.05). 구강건강상

태인식은보통이상이 13.8%로높았으며자녀의수는 3명

이상인경우 28.6%로 높게나타났다. 자녀의교육기관이

유치원인 경우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05), 칫

솔질방법은여성이회전법 48.7%, 폰즈법 15.1%, 남성이

회전법 46.4, 폰즈법 0.0%로 나타났다(p<.05). 나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은 없는 경우 회전법 61.4%

로높았으며있는경우는회전법이 14.6%로 높게나타났

다. 구강건강상태인식은 보통이상이 나쁘다보다 회전법

은 낮게 폰즈법은 높았으며 횡마법은 낮게 나타났다. 자

녀의 수는 1명인 경우 회전법이 54.2% 가장 높았다

(p<.05). 자녀의 교육기관은 학교인 경우는 회전법이

56.5%로 높았으며어린이집인경우는폰즈법이 18.0%로

유의하게 높았다(p<.05).

3.5 다문화 가정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녀의 칫솔질 해 주는 사람, 구강보건교육 
유무, 구강검진기간에 대한 인식, 식습관

일반적인특성에따른자녀의칫솔질해주는사람, 구

강보건교육 유무, 구강검진기간에 대한 인식, 식습관은

<Table 5>와같다. 자녀의칫솔질을하는사람은여성과

남성이 부모(선생님)이닦는경우가큰차이가없었으며

나이는 젊을수록 부모(선생님)이 많이 닦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유무는 부모(선생님)이 43.9%로 동일

하게나타났다. 구강건강상태인식은보통이상이부모(선

생님)이 다소높았다. 자녀의수는 1명인경우부모(선생

님)이 54.2%로 가장 높았다(p<.05). 자녀의 교육기관은

어린이 집인 경우 부모(선생님)이 54.2%로 가장 높았으

며(p<.05), 구가건강교육을받은경우는 여성이 28.9%로

남성 17.9%보다높았다. 나이는 30-39세가 35.1%로높았

다(p<.05). 직업은있는경우와구강건강상태인식은보통

이상이받은경우가높았다. 자녀의수는큰차이가없었

으며 자녀의 교육기간은 유치원인 경우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구강검진주기가 6개월이라

고인식한는경우는여성이다소높았으며나이는많을

수록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았으며 구강건강상태인식은 보통이상인 경우 구강검

진주기가 6개월인경우가높았다. 자녀의수는많은경우

높게나타났고자녀의교육기간은유치원인경우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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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Using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Toothbrushing, frequency, Toothbrushing, method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zati
on Division

Using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N(%) p-

value

Toothbrushing
frequency N(%) p-

value

Toothbrushing
method N(%) p-

value

Yes No 1 2 3≤ Scrub Rolling Fones
Do not
know

Gender
Female
Male

39(25.7)
6(21.4)

113(74.3)
22(78.6)

.417
40(26.3)
5(17.9)

97(63.8)
14(50.0)

15(9.9)
9(32.1)

.006**
24(15.8)
4(14.3)

74(48.7)
13(46.4)

23(15.1)
0(0.0)

31(20.4)
11(39.3)

.048*

Age
20-29 year
30-39 year
≥40 year

13(21.0)
25(26.6)
7(29.2)

49(79.0)
69(73.4)
17(70.8)

.642
24(38.7)
15(16.0)
6(25.0)

36(58.1)
60(63.8)
15(62.5)

2(3.2)
19(20.2)
3(12.5)

.003**
12(19.4)
14(14.9)
2(8.3)

30(48.4)
46(48.9)
11(45.8)

11(17.7)
10(10.6)
2(8.3)

9(14.5)
24(25.5)
9(37.5)

.263

Job
Yes
No

34(27.6)
11(19.3)

89(72.4)
46(80.7)

.154
24(19.5)
21(36.8)

80(65.0)
31(54.4)

19(15.4)
5(8.8)

.035*
21(17.1)
7(12.3)

52(42.3)
35(61.4)

18(14.6)
5(8.8)

32(26.0)
10(17.5)

.123

Oral Health
Status
Recognition

Above normal
bad

42(27.6)
3(10.7)

110(72.4)
25(89.3)

.042*
37(24.3)
8(28.6)

94(61.8)
17(60.7)

21(13.8)
3(10.3)

.842
22(14.5)
6(21.4)

72(47.4)
15(53.6)

22(14.5)
1(3.6)

36(23.7)
6(21.4)

.366

Number of
children

1 person
2 person
≥3 person

19(22.9)
22(26.5)
4(28.6)

64(77.1)
61(73.5)
10(71.4)

.822
24(28.9)
17(20.5)
4(28.6)

49(59.0)
56(67.5)
6(42.9)

10(12.0)
10(12.0)
4(28.6)

.262
14(16.9)
11(13.3)
3(24.4)

45(54.2)
40(48.2)
2(14.3)

7(8.4)
10(12.0)
6(42.9)

17(20.5)
22(26.5)
3(21.4)

.001
**

Child's
educational
institution

Day care Center
Kindergarden
Elementary
School

53(63.9)
59(71.1)
9(64.3)

30(36.1)
24(28.9)
5(35.7)

.593
23(31.9)
12(14.1)
10(43.5)

41(56.9)
58(68.2)
12(52.2)

8(11.1)
15(17.6)
1(4.3)

.013
9(12.5)
12(14.1)
7(30.4)

37(51.4)
37(43.5)
13(56.5)

13(18.05)
9(10.6)
1(4.3)

13(18.05)
27(31.8)
2(8.7)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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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A person brushing a child, Oral health education, Recognition of oral examination cycle of 
parent, and eating habi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zati
on Division

A person brushing
a child N(%)

p-
value

Oral health education N(%)

p-
value

Recognition of oral
examination cycle of
parent N(%) p-

value

Eating
habits
M(S.D)

p-
value

Parent
(teacher)

Oneself Yes No
Do not
know

Every 6
months

Every
12

months

Do not
know

Gender
Female
Male

67(44.1)
12(42.9)

85(55.9)
16(57.1)

.537
44(28.9)
5(17.9)

71(46.7)
11(39.3)

37(24.3)
12(42.9)

.115
91(60.3)
15(53.6)

22(14.6)
3(10.7)

37(25.2)
10(35.7)

.494
3.13(.49)
3.21(.43)

.402

Age
20-29 year
30-39 year
≥40 year

32(51.6)
40(42.6)
7(29.2)

30(48.4)
54(57.4)
17(70.8)

.159
10(16.1)
33(35.1)
6(25.0)

37(59.7)
36(38.3)
9(37.5)

15(24.2)
25(26.6)
9(37.5)

.036**
29(46.8)
60(64.5)
17(70.8)

14(22.6)
10(0.8)
1(4.2)

19(30.6)
23(24.7)
6(25.0)

.067
3.17(.46)
3.10(.49)
3.22(.49)

.452

Job
Yes
No

54(43.9)
25(43.9)

69(56.1)
32(56.1)

.563
36(29.3)
13(22.8)

52(42.3)
30(24.6)

35(28.5)
14(24.6)

.421
77(63.1)
29(50.9)

15(12.3)
10(17.5)

30(24.6)
18(34.6)

.293
3.13(.49)
3.16(.46)

.780

Oral Health
Status
Recognition

Above normal
bad

67(44.1)
12(42.9)

85(55.9)
16(57.1)

.537
45(29.6)
4(14.3)

69(45.4)
13(46.4)

38(25.0)
11(39.3)

.148
93(61.6)
13(46.4)

20(13.2)
5(17.9)

38(25.2)
10(35.7)

.324
3.18(.45)
2.90(.58)

.005**

Number of
children

1 person
2 person
≥3 person

45(54.2)
29(34.9)
5(35.7)

38(45.8)
54(65.1)
9(64.3)

.036*
21(25.3)
25(30.1)
3(21.4)

38(45.8)
37(44.6)
7(50.0)

24(28.9)
1(25.3)
4(28.6)

.934
44(53.0)
53(64.6)
9(64.3)

17(20.5)
6(7.3)
2(14.3)

22(26.5)
23(28.0)
3(21.4)

.176
3.18(.47)
3.12(.48)
3.02(.51)

.491

Child's
educational
institution

Day care
Center
Kindergarden
Elementary
School

39(54.2)
25(29.4)
15(65.2)

33(45.8)
60(70.6)
8(34.8)

.001**
20(27.8)
27(31.8)
2(8.7)

33(45.8)
37(43.5)
12(52.2)

19(26.4)
21(24.7)
9(39.1)

.261
40(56.3)
58(68.2)
8(34.8)

10(14.1)
10(11.8)
5(21.7)

21(29.6)
17(20.0)
10(43.5)

.063
3.14(.47)b

3.08(.50)b

3.36(.39)a
.04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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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식습관은성별, 나이, 직업의유무에는큰차이를

보이지않았다. 구강건강상태인식은보통이상인경우평

균 3.18로 나쁘다 2.90보다좋게나타났다(p<.05). 자녀의

수는 적을수록 식습관이 좋았다. 자녀의 교육기간은 학

교인 경우 3.36으로 유의하게 식습관이 좋았다(p<.05).

3.6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식습관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식습관은

<Table 6>와 같다. 식습관은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경우(p<.05), 칫솔질빈도가높은경우, 칫솔질방법은회

전법이 높았으며(p<.05), 자녀에게 칫솔질 해 주는 사람

이부모(선생님)와스스로닦는경우가동일하게 식습관

이좋았다. 구강보건교육은받은경우가 3.32로 식습관이

좋았다(p<.05). 구강검진기간에 대한 인식은 6개월인 경

우 3.16로 높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6> Eating habits according to oral health 
behavior

Oral Health
Behavior

Division
Eating habits
M(S.D)

p-
value

Using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Yes
No

3.33(.47)
3.08(.47)

.003**

Toothbrushing
frequency

1
2
3≤

3.02(.49)
3.16(.48)
3.29(.42)

.070

Toothbrushing
method

Scrub method
Rolling method
Fones method
Do not know

2.81(.58)b

3.21(.44)a

3.17(.42)a

3.21(.44)a

.001***

A person brushing a
child

Parent(teacher)
Oneself

3.14(.48)
3.14(.49)

.949

Oral health
education

Yes
No
Do not know

3.32(.42)a

3.09(.45)b

3.05(.55)b
.009**

Recognition of oral
examination cycle of
parent

Every 6 months
Every 12 months
Do not know

3.16(.52)
3.10(.44)
3.10(.42)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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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총괄 및 고안
우리나라는 매년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 가

정이늘어나는추세이며이러한다문화가정의이주민과

자녀에대한건강을유지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2]. 특

히 올바른구강관리는전신건강을유지하기위한필수적

인 요소이다[12].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구강보건행태와 식습관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대상자의다문화가정부모중여성이 152명으

로 남성 28명보다 많이 분포하였다. 이는 한국남성과 외

국여성의결혼이대부분이기때문이다[23]. 국적은 180명

중 베트남 85명, 중국 45명, 방글라데시 35명 순으로 베

트남이가장많았다. 국적에따른결과는임[5]의 연구와

비슷한양상을보였다. 나이는 30-39세가 94(52.2%)명으

로높았으며직업이있는경우가 123(68.3%)명으로나타

났다. 안 외[24]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부모의 53.0%가

직업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부

모는 한국에서 50%이상은 직장에 종사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보통이상’이

152(84.4%)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 외[25]도 결혼이주

여성의 구강건강인식도에서 73.8%가 ‘보통이상’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보아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부모는 본인

의 구강상태에 대한 인식이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수는 1명, 2명이 166(92.2%)명으로

많았으며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은 유치원이

85(47.2%)명이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식습관의 전체

평균은 3.14로 보통이상의 양호한 식습관을 보였으며 8

문항중 ‘우유나유제품을자주먹는다’가 3.44로 가장높

았으며다음은 ‘하루세끼를거르지매일먹는다’ 가 3.41

로 높게나타나고 ‘간식을자주먹는다’는 2.74로 낮게나

타나서 바람직한 식습관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최는[26] 다문화 가정과 일반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습관을비교한결과다문화가정의청소년은일반가정

의청소년에비해페스트푸드, 라면, 탄산음료, 과자의섭

취량은높았으며과일과채소의섭취량은낮았다고보고

하였다. 즉다문화가정은일반가정의자녀에비해구강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더욱 크다고 해석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구강보건행태는 구강위생용품 사용

45(25.0%)명, 칫솔질 빈도 111(61.7%)명이 2번, 칫솔질

방법 회전법이 87(48.3%)명, 자녀에게 칫솔질을 해주는

사람은 스스로 닦는 경우가 101(56.1%)명으로 나타났으

며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우는 49(27.2%)명, 구강검진

기간에 대한 인식은 106(58.9%)명이 6개월로 나타났다.

박은[27]은 일반가족의칫솔질빈도는 3회이상이 51.5%

로 높다고 보고하여 일반가족에 비해 칫솔질 빈도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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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이 외[20]는 자녀들에게 칫솔질방법을

지도했다는 다문화 가족은 77.3%, 일반가족은 99.2로 보

고한바와같이자녀에게칫솔질방법에대한지도또한

다문화 가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구강보건

행태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자녀에게 구강보건교육에 대

한지도를하거나전문가로부터받게함으로서구강위생

용품 사용, 칫솔질방법, 칫솔질 빈도 등에 대한 비율이

높을것으로예상하나본연구에서는구강보건교육에대

한 지도를 받은 경우가 27.2%로 낮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구강보건행태가 전반적으로 잘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구

강보건교육에대한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사료된

다. 다문화가정부모의일반적인특성에따른자녀의구

강보건행태에서통계적유의성을나타낸것은(p<.05) 성

별에서 칫솔질 빈도는 3번 이상이 남자인 경우, 칫솔질

방법은 폰즈법에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보통 폰즈법

은 5세이하인어린이인경우사용되는칫솔질방법으로

어머니가닦아주는경우가많으므로여성이폰즈법이높

은 것으로 사료된다. 나이는 30-39세에서 칫솔질 빈도 3

회가 20.2%로 가장 높았으며 20.-29세가 3.2%가장 낮았

다.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우도 30-39가 35.1%로 가장

높았고 20-29세가가장낮았다. 즉구강보건교육을받은

집단에서칫솔질빈도또한높은결과를보인것으로사

료된다. 강 외[22]는 25세이하보다 26세~40세이상이구

강건강신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한국에 이주하여 어느 정도 정착하는 기간이 지나

면서 언어의 숙달, 자녀의 출산 등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 구강건강행태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

다. 직업은있는경우칫솔질빈도 3회이상에서 15.4%로

직업이 없는 경우 8.8%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 외[19]은

직업이 있는 여성은 없는 여성에 비해 건강행위가 적다

고 보고하였고, 이 외[20]는 다문화 어머니가 직업이 있

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어린이의 치아우식발생이 2배정

도 높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즉

칫솔질 빈도는 치아우식을 줄이는 중요한 구강보건행태

이므로직업과구강보건행태에대한좀더심도깊은연

구가필요하리라사료된다. 부모의구강보건인식이 ‘보통

이상’인경우는구강위생용품사용이 27.6%로 높게나타

났으며 식습관도 평균 3.18로 높았다. 조[28]는 구강보건

인식이 높은 경우 구강건강행위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인이 느끼는 구강보건인식은 평상시 구강보건행

태가 좋을 경우 좋다고 느낄 것이고 이는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올바른 식습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

된다. 자녀의 수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칫솔질 방법이 회

전법인 경우 54.2%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님이 칫솔질을

해주는경우가 54.2% 가장높게분포되었다. 구 외[18]는

자녀수가 1명인 경우 구강건강신념이 가장 높다고 하였

다. 즉 구강건강신념이 높은 경우 자녀의 구강건강에 관

심이 높아 칫솔질 방법이나 칫솔질 하는 경우 닦아주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녀의 교육기관은 칫솔

질 3회 이상은 유치원 17.5%, 어린이집 11.1%, 초등학교

4.3%로 나타났다. 유치원이나어린이집은교사들에의한

칫솔질 교육이 다소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등학교에서는

칫솔질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며 영

구치가 형성되는 중요한 초등학교에서 구강건강관리에

대한교육을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사

료된다. 칫솔질방법에서회전법은초등학생 56.5%, 폰즈

법 18.0%로 어린이집이 높았다. 이는 나이에 맞게 해당

되는 칫솔질 방법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님(선생님)이 칫솔질을해주는경우는가장어린어

린이집이 54.2%로 가장 높았으며 식습관은 초등학생이

평균 3.36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구강보건행태에따른

식습관과의관계에서통계적유의성을나타낸것은구강

위생용품사용여부, 칫솔질방법, 구강보건교육의유무로

나타났다(p<.05), 식습관은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경

우 3.33, 회전법으로닦는경우 3.21로 가장높고횡마법

으로 닦는 경우 2.81로 가장 낮았다. 구강보건교육을 받

는경우는 3.32로 식습관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즉올

바른구강보건행태를나타내는경우올바른식습관의평

균이높게나타난결과이며올바른식습관은구강보건행

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최[26]는 올바른

식습관의형성은부모라고하였으며이는전신적인건강

을 유지하기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송 외[21]]은 자녀의

치아우식을일으키는균주중 1개이상의균주는어머니

와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식습관

과구강관리는자녀에게전이양상을보인다는결론이며

어머니의식습관과구강관리는자녀의식습관형성과구

강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구강보건행태는 매

우중요하다. 그러나다문화가정은일반가정에비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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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의한소통의어려움, 경제적인문제한국문회에대

한 이해부족으로[29]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격고있으며구강건강에좋은식습관과올바른구강보건

행태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일반 가정보다는 낮은 실정

이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

에서 이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체계적이고지속적인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결과에대한의의는다문화가정자녀의구

강보건행태와 식습관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서 다문화 가

정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는 점이다. 그러나 일부지역에 편의 표본추출에 의해 선

정하였기에 다른 지역 다문화 가정과의 구강보건행태와

식습관의차이점, 다문화가정과비교할수있는일반가

정과의 차이점, 다른 다양한 변수들에 관한 차이점을 다

각적인 면에서 비교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

를위해후속연구들이더욱심도깊게이루어져본연구

에대한타당성과신뢰성이재확인되어야할것으로사

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구, 경북지역의 총 180명을 대상으로 다

문화 가정 자녀의 구강보건행태와 식습관과의 관계를

SPSS WIN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식습관은 전체적인평균 3.14이

며 ‘우유나 유제품을 자주 먹는다’가 3.44로 가장

높았으며 ‘하루세끼를거르지매일먹는다’ 가 3.41

로 높았다. ‘간식을자주먹는다’는 2.74로 가장낮게

나타났다.

2. 다문화가정 자녀의 구강보건행태는 구강위생용품

사용 25.0%, 칫솔질빈도 2번이 61.7%, 칫솔질방법

은 회전법이 48.3%, 자녀가 스스로 닦는 경우

56.1%,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우 7.2%, 구강검진

기간에 대한 인식은 58.9%가 6개월로 나타났다.

3. 구강보건행태에 미치는 일반적인 특성에서 통계적

유의성을나타낸것은(p<.05) 구강위생용품을사용

하는 경우는구강건강상태인식 ‘보통이상’ 27.6%로

높았다. 칫솔질빈도 3번은남성 32.1%, 나이 30-39

세 20.2%, 직업이있는경우 15.4%, 자녀의교육기

관은유치원 17.4로 높았다. 칫솔질방법은여성회

전법 48.7%, 남성 회전법 46.4%로 나타났으며 자

녀의수는 1명이회전법 54.2%로 가장높았고자녀

의교육기관은초등학교가회전법 56.5%로 높았다.

칫솔질을 부모(선생님)이 해 주는 경우는 자녀의

수 1명인 경우 54.2%, 자녀의 교육기관 어린이 집

인 경우 54.2%로 높았다. 구강건강교육을받은경

우는나이 30-39세 35.1%로 높았다. 자녀의식습관

은 구강건강상태인식에서 보통이상이 3.18, 자녀의

교육기간은 초등학교 3.36으로 좋게 나타났다.

4.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식습관은 구강위생용품을 사

용하는 경우가 높았으며(p<.05), 칫솔질 방법은 회

전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구강보건교

육은 받은 경우가 3.32로 식습관이 좋았다(p<.05).

위와 같은 결과를 볼 때 구강보건행태가 올바른 경우

식습관이좋은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올바른식습관은

구강보건행태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은 일반 가정에 비해 언어적, 경제적으로 어

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다문화

가정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식습관과 구강보건행태의

교육이 지속적인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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