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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구강건강교육경험과 구강건강신념, 구강효능감, 구강위생용품사용 실천,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는 40· 50대 184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강건강교육에 따른 구강효능감과 구강위생용품사용 

실천에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구강효능감과 구강위생용품사용 실천, 삶의 질이 높았다. 구강건강신념과 구강효능감, 구강

위생용품사용 실천,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에서 구강건강신념 중 불안의 성향을 가진 민감성과 심각성이 높을 때 구강효능감

과 삶의 질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었고, 중요성과 장애, 유익성이 높을 때는 구강효능감과 삶의 질이 높음을 볼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중년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대상자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반복 

교육이 필요하며 추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적용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구강건강교육, 구강건강신념, 구강효능감, 삶의 질, 융합, 중년

Abstract This study made a final analysis of 184 people in their 40s and 50s living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to identify their relevance to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s, oral health beliefs, oral efficacy, oral 

hygiene product use practices, and quality of life. When there was educational experience in oral efficacy and 

practice of oral hygiene product use according to oral health education, oral efficacy, oral hygiene product 

use practice and quality of life was high.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belief and oral efficacy, oral 

hygiene product use practice and quality of life, we could see that oral efficacy and quality of life were low 

when sensitivity and severity were high among oral health belief, and that oral efficacy and quality of life were 

high when importance, disability, and benefits were high. Middle age based on oral health care the results over 

the continuing and developers to develop customized education programs for different target for a longer term 

recurrent training and future.A Study on the Application through the program will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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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 사회는 평균수명 증가와 함께 노년기의 건

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질병관리 및 예방적 개념에서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건강유지 및 증진 개념으로 전환되

고 있다[1]. 특히 중년기의 건강은 노년에 까지 이어지게 

되고 중년 이후의 삶의 기간도 점차 늘어감에 따라 중년

기의 철저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2]. 또한 인간의 생애

주기과정에서 중년기는 노화와 함께 만성질환이 점차 증

가하고 건강관리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2].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최근에는 개인의 건강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강건강과 구강건강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3,4]. 

구강건강교육은 구강건강을 예방하고 유지 및 관리

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으로 구강건강에 대해 올바른 

지식과 태도,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구강보건관리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5]. 올바른 구강지식을 형성하고 이

를 바탕으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다[6].  

구강건강신념은 구강건강을 사회·심리학적 과정으로 

이해, 설명하는 모형으로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이 질병

을 예방하고 발견을 목적으로 취하는 행위와 그와 관련

된 요인을 설명하는 것이다[7]. 올바른 구강건강관리행

위는 구강건강신념이나 지식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

는 경우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과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과 

태도는 구강건강교육을 통해 변화되어진다[8]. 또한 구

강건강교육을 통한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

도 변화는 구강건강신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성인

의 구강효능감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9]. 그러나 구강건강을 위한 

올바른 신념 확립과 행동변화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

지 않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노년기

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중년기에서부터 지

속적이며 정기적인 구강건강과 구강건강교육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중년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교육과 구강건

강신념 및 구강건강증진 행위에 일부인 구강위생용품

사용실천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중년의 구강건강교육경험이 구강건강신념과 구강

효능감, 구강위생용품사용,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OHIP-14)의 융합적 관련성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바

탕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구강건강교육에 있어 중년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구강건강교육경험과 구강건강신념 

및 구강효능감, 구강위생용품 실천, 삶의 질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구강건강교육의 실시의 당위성을 높여, 생애

주기별 맞춤 구강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년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교육경험과 구

강건강신념, 구강효능감, 구강위생용품사용 실천, 삶의 

질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로, 2019년 11월 1일부터 11

월 10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40· 50대 

250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한 

자에 한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시행하

였다. 회수된 총 250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설

문을 제외한 총 184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표본의 크기

는 G*power 3.1 프로그램으로 유의수준 .05, 효과크

기 .15, 검정력 .80의 조건하에 최소 표본 크기는 181

명으로 산출되었고, 본 연구의 표본수 184명은 이를 충

족하였다.

2.2 연구모형 및 가설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교육경험과 구강건강신념, 구

강효능감, 구강위생용품사용 실천의 관련성 검정을 위

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구강건강교육경험이 있는 집단과 구강건강

교육경험이 없는 집단의 구강건강신념이 차

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구강건강교육경험이 있는 집단이 구강건강

교육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구강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구강건강교육경험이 있는 집단이 구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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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구강위생용품 

실천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구강건강교육경험이 있는 집단이 구강건강

교육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삶의 질이 높

을 것이다.

2.3 연구방법

2.3.1 구강건강신념

구강건강신념은 자신이 구강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는 민감성, 구강질환에 걸리면 심각한 결

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심각성, 구강질환이 전

신질환만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중요성, 지속적인 예

방 행동은 구강질환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게 할 것이라

고 인식하는 유익성,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거리 등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인 장애

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10]가 사용한 구강건강

신념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민감성 6문항, 심각성 6문

항, 중요성 3문항, 장애 6문항, 유익성 5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5점 Liker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점, ‘그

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

렇다’는 5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민감성, 심

각성, 중요성, 유익성이 높고, 장애는 역산 문항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낮다.

2.3.2 구강효능감

구강효능감은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유지하는데 필

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11]이 사용한 구

강관리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구강관리 자기

효능감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칫솔질과 치간세정

은 각각 5문항, 치과방문은 7문항이었다. 구강관리 자

기효능감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자신이 없다(1)’, 

‘자신이 없다(2), ‘자신이 있다(3)’, ‘매우 자신이 있다(4)’ 

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2.3.3 구강위생용품사용 실천

구강위생용품 실천은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실제로 실천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12]가 사용한 도구 중 구강위생용품 실천에 관한 10문

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항상 한다”, “자주 한다”, 

“가끔 한다”, “거의 안 한다”, “전혀 안 한다” 순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구강위생용품사용 실천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2.3.4 삶의 질

삶의 질은 구강건강과 관련한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13]

이 사용한 구강건강영향지수(OHIP-14)를 사용하였다. 

구강과 관련한 불편감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문

항으로 14문항 모두 역산을 실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유의수준 .05에서 검정하였다. 연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 통계분석으로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구강건강신념, 구강효능감, 구강위생용품

사용 실천,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구강건강교육경험에 따른 구강건강신념과 구강효능

감, 구강위생용품사용 실천을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각 하위요인 변수들 간의 관계는 상관관

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는 구강건강신념의 구성요

인인 민감성 .867, 심각성 .803, 중요성 .783, 장애 

.746, 유익성 .879으로 나타났고, 구강효능감 .863, 구

강위생용품 실천 .794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은 .947이

었고, 구성요인은 기능적 제한 .751, 신체적 불편 .837, 

심리적 불편 .744, 신체적 제한 .808, 심리적 능력 저하 

.883, 사회적 능력 저하 .825, 사회적 불리 .915로 나

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과 척도의 신뢰도 계수가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 도구의 내적 일치도가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에 있어 응답자 184명

중 여자가 141명으로 76.6%, 남자 43명으로 23.4%로 

나타났고, 연령은 40대 50.5%, 50대 49.5%였으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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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태는 중 79.9%, 하 13.6%, 상 6.5% 순이었고, 학

력은 고졸 35.9%, 대졸이상 33.2%, 전문대졸 31.0% 

순이었으며, 구강건강교육 경험은 있다가 68.2%, 없다

가 33.2%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84) 

Classification Categories N %

Gender
Male 43 23.4

Female 141 76.6

Age
40∼49 93 50.5

50∼59 91 49.5

Economic 

High 12 6.5

Middle 147 79.9

Low 25 13.6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66 35.9

collage 57 31.0

University+ 61 33.2

Oral health education
Yes 123 66.8

No 61 33.2

Total 184 100.0

3.2 구강건강신념, 구강효능감, 구강위생용품사용 실천, 

삶의 질 수준

구강건강신념, 구강효능감, 구강위생용품사용 실천, 

삶의 질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구강건강신념 요인 중 중요성이 평균 4.11점으로 가

장 높았으며, 다음은 유익성 4.03점, 심각성 3.65점, 민

감성 3.32점, 장애 3.06점 순으로 나타났다. 

구강효능감 정도는 3.56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구

강위생용품 실천정도는 2.55점으로 낮아 칫솔질은 잘

하고 있지만 칫솔 외 다른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은 3.78점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 4·50대 성인 남녀들이 구강과 관련된 불편함이나 

문제를 적게 느끼고 있어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Mean of variable, standard deviation

Categories M SD

Oral 

health 

beliefs

Sensitivity 3.32 .73

Severity 3.65 .61

Importance 4.11 .54

Disorder 3.06 .69

Benefit 4.03 .61

Oral health-related efficacy 3.56 .53

Practical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2.55 .61

Q.O.L

Functional restriction 4.07 .87

Physical pain 3.29 1.09

Psychological discomfort 3.62 .92

Physical restriction 3.74 .97

Psychological degradation 3.77 .99

Social degradation 4.06 .85

Social disadvantage 3.92 .97

Q.O.L(total) 3.78 .79

3.3 구강건강교육 경험에 따른 구강건강신념

구강건강교육 경험에 따른 구강건강 신념은 Table 3

과 같다.

구강건강신념 요인 중 구강건강교육 경험이 있는 경

우 민감성은 3.21점, 없는 경우 3.54점으로 나타났다

(p<.01). 심각성은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3.57점, 없는 

경우 3.81점이었고(p<.05), 장애는 교육경험이 있는 경

우 3.13점, 없는 경우 2.92점이였다(p<.05). 중요성과 

유익성도 교육경험이 있는 집단이 더 높았지만 유의성

은 없었다. 

Table 3. Oral health beliefs of experiences in oral health 

education     (M±SD)

Characteristic

Oral health education

tYes

(N=123)

No

(N=61)

Sensitivity 3.21±.72 3.54±.71 -2.96**

Severity 3.57±.61 3.81±.58 -2.47*

Importance 4.15±.54 4.02±.54 1.61

Disorder 3.13±.74 2.92±.58 2.03*

Benefit 4.08±.59 3.93±.63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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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구강건강교육 경험에 따른 구강효능감과 구강 

위생용품사용 실천

구강건강교육 경험에 따른 구강효능감과 구강위생용

품사용 실천은 Table 4와 같다.

구강건강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구강효능감은 3.63

점, 없는 경우 3.4점으로 나타났다(p<.05). 

구강위생용품사용 실천은 구강건강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2.64점, 없는 경우 2.38점으로 나타났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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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actice of oral health-related efficacy and oral 

hygiene according to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M±SD)

Characteristic

Oral health education

tYes

(N=123)

No

(N=61)

Oral health-related 

efficacy
3.63±.53 3.42±.51 2.55*

Practical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2.64±.57 2.38±.64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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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구강건강교육 경험에 따른 삶의 질

구강건강교육 경험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OHIP-14)은 Table 5와 같다. 

구강건강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3.87점,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 3.61점으로 나타났

다(p<.05). 구성요인 중 기능적 제한은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4.20점,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 3.80점으로 나타났

고(p<.01), 심리적 불편은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3.86,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 3.40점으로 나타났고(p<.05), 신

체적 제한은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3.86점,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 3.52점으로 나타났다(p<.05). 신체적 동통, 심

리적 능력저하, 사회적 능력 저하, 사회적 불리의 삶의 

질 요인들은 유의성은 없었지만 모두 구강건강교육경험

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더 점수가 높았다. 

Table 5.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M±SD)

Characteristic

Oral health education

tYes

(N=123)

No

(N=61)

Functional restriction 4.20±0.81 3.80±0.93 3.01**

Physical pain 3.35±1.12 3.17±1.03 1.02

Psychological discomfort 3.73±0.91 3.40±0.90 2.32*

Physical restriction 3.86±0.93 3.52±1.02 2.27*

Psychological 

degradation
3.84±1.00 3.64±0.95 1.28

Social degradation 4.13±0.85 3.93±0.85 1.51

Social disadvantage 3.98±.99 3.78±.92 1.36

Q.O.L(total) 3.87±.78 3.61±.79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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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관련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6과 같다. 

구강건강신념과 구강효능감의 관계를 보면, 민감성은 

부적 상관(r=-.26, p<.01)을, 중요성과 장애, 유익성은 

정적 상관(r=.41, .28, .39, p<.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강건강신념과 구강위생용품 실천은 상관성을 보

이지 않았다. 구강건강신념과 삶의 질은 유의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민감성과 중요성은 부적 상관(r=-.46, 

-.29, p<.01)을, 중요성, 장애, 유익성은 정적 상관(r=.22, 

.33, .16, p<.05)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효능감은 구강위생용품 실천과 정적 상관

(r=.36, p<.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질과는 

상관성이 없었으며, 삶의 질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불

리와 정적 상관(r=.19, p<.05)을 가지고 있었다. 

구강위생용품 실천은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

고, 삶의 질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능력저하와 부적 상

관(r=-.17, p<.05)을 가지고 있었다. 

4. 고찰 및 결론

중년의 구강건강을 지켜 노년기의 건강한 삶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중년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교육을 통

해 구강건강신념을 높여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실질적

인 실천행위를 통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년의 구강건강관

리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기초자료로 제공

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중년의 구강건강교육경험에 

따라 구강건강신념과 구강효능감, 구강위생용품사용,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의미 있는 결과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인 중년의 66.8%에서 구강건

강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박[14]의 55.9%,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 

등[15]의 연구결과보다 다소 높은 결과라고 하겠다. 그

러나 2018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래 다빈도 상

병순위에서 중년에서의 이환율이 높은 치주질환이 2위

로 나타나 구강건강교육에 대한 경험률은 높으나 중년

의 구강건강신념과 더불어 구강건강관련 태도 

변화를 통해 구강질환의 발생을 줄이고 구강건강증

진을 위한 결과를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 등[16]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50%가 구강건강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으므로 구강보건전문 인력인 치과

위생사를 중심으로 구강질환예방 및 실천을 위한 반복

적이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구강건강교육프로그램 마

련이 시급하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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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

2 .50**   ―

3 -.03 .31**   ―

4 -.53** -.25** .15*   ―

5 .01 .24** .59** .14   ―

6 -.26** .06 .41** .28** .39**   ―

7 -.03 -.04 .06 .00 -.03 .36**   ―

8 -.39** -.15* .23** .34** .18* .13 -.10   ―

9 -.32** -.21** .13 .24** -.02 .11 -.07 .53**   ―

10 -.47** -.35** .10 .31** .07 .11 -.12 .53** .55**   ―

11 -.37** -.25** .17* .31** .16* .10 -.05 .58** .65** .70**   ―

12 -.42** -.26** .20** .26** .16* .11 -.07 .58** .61** .67** .83**   ―

13 -.36** -.21** .21** .22** .19** .03 -.17* .53** .52** .68** .79** .84**   ―

14 -.37** -.26** .26** .29** .22** .19** -.09 .58** .49** .66** .76** .76** .80**   ―

15 -.46** -.29** .22** .33** .16* .13 -.11 .73** .76** .82** .91** .90** .88**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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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ata were analys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1. Sensitivity, 2. Severity, 3. Importance, 4. Disorder, 5. Benefit, 6. Oral health-related efficacy, 7. Practical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8. Functional restriction, 9. Physical pain, 10. Psychological discomfort, 11. Physical restriction, 12. Psychological 

degradation, 13. Social degradation, 14. Social disadvantage, 15. Q.O.L(total)

본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신념의 하부요인은 중요

성, 유익성, 심각성, 민감성, 장애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40,50대 중년은 구강질환을 사

전에 예방하는 행위가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일 중

요하고, 예방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에 유익하다 생각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강건강 악화에 민감

하며 구강질환 발생 시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하며 치과진료에 대한 장애정도

는 보통정도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 등[2]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신념

을 연구한 결과에서 중요성이 3.60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나 점수의 차이는 있으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김 등[17]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강건강신념 수

준을 파악한 결과 유익성이 4.37.점으로 가장 높고 심

각성이 가장 낮게 나온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생

애 주기별 발생하는 구강건강문제에 정도의 차이가 있

고, 중년이전보다 중년으로 갈수록 구강질환 이환 빈도

가 증가하고 누적되어 온 경험에 비추어 구강건강의 중

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구강건강교육 경험에 따른 구강건강신념에서

는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구강건강신념 요인 중 민감성

은 3.21점(p<.01), 심각성은 3.57점(p<.05), 장애는 

3.13점(p<.05), 없는 경우 3.81점이었고,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 구강건강신념 요인 중 민감성은 3.54점

(p<.01), 심각성은 3.81점이었고(p<.05), 장애는 3.92

점 이였다(p<.05). 중요성과 유익성도 교육경험이 있는 

집단이 더 높았지만 유의성은 없었다. 이에 따라 구강

건강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구강건강에 대

해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며 불안을 느끼는 민감

성과 심각성을 적게 느끼며 치과진료 장애를 극복하려

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중년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건강교육 중재프로

그램을 기획할 때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함을 강하게 인

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구강건강교육에 따른 구강효능감과 구강위생

용품 사용실천에서 구강건강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구

강효능감과 칫솔 이외의 구강위생용품의 사용 실천 정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과 윤[18]의 연구에

서 구강건강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구강위생용품에 해

당하는 치실, 양치액, 치간 칫솔, 전동칫솔의 사용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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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이와 정[19]의 연구

에서 구강위생용품 관련 구강건강교육을 받은 대상자

가 증가할수록 구강위생용품 인지정도와 사용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구강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강건강교육에 

구강위생용품사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강위생용

품의 올바른 정보제공과 사용법에 대한 교육내용이 포

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결국 구강효능감을 

높이는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구강건강교육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서 구강건강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교육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삶의 질이 높고, 구체적으로 구강의 기능적 

제한과 심리적 불편, 신체적 제한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과 허[20]의 구강건강교육 경험에 따

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서 구강건강교육 유경험자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다섯째, 구강건강신념과 구강효능감, 구강위생용품

사용실천,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에서 구강건강신념 중 

불안의 성향을 가진 민감성과 심각성이 높을 때 구강효

능감과 삶의 질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었고, 중요성과 장

애(치과진료장애극복), 유익성이 높을 때는 구강효능감

과 삶의 질이 높음을 볼 수 있었다. 구강효능감이 높을 

때 구강건강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 칫솔 이외의 구강

위생용품 사용도 많이 하고, 구강건강으로 인한 사회적 

불리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위생용품 사

용은 구강신념과는 상관성이 없었고, 삶의 질과도 사회

적 능력저하만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구

강위생용품의 경우, 구강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사용할 

필요성을 느껴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며, 평소 사용을 많

이 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구강 건강이 좋은 경우가 많

아 구강건강과 복합적 관계를 가진 변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중년층의 구강건강교육은 이들의 노년기 구강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 중요한 시기이며 중년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교육은 이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신념과 태도, 

구강효능감,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다. 

따라서 중년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중년의 특성

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계속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반복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21]. 이러한 체계적인 구강건강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

회가 생애주기별 혹은 대상자별 계속 구강건강교육 프

로그램 개발을 통해 구강보건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를 

활용한다면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

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지역의 중년을 대상으

로 하여 중년 전체대상으로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

나 중년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교육에 따른 구강건강신

념 및 구강효능감, 구강위생용품사용, 삶의 질과의 관련

성을 토대로 구강건강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시

하였고, 구강보건전문 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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