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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actice ofTooth Brush ofPreschoolChildren and

KnowledgeaboutOralHealthCareofTheirParents.

Kim,BarlEum

Advisor:Prof.RyuSoYeonM.DPh.D.

DepartmentofPublicHealth,

GraduateSchoolofHealthScience,

ChosunUniversity

Objectives:Thepurposeofthisstudyistopre-schoolknowledgeoforal

healthcareknowledgeandpracticeandcomparetheextenttooralhealthcare

forchildreninaccordancewithparents'knowledgeaboutthesubjecttolearn

thedegreeoftoothbrushingandoralcarepracticesforchildrenandparents

characteristicsandyouwillunderstandtherelationshipbetweenthedegreeof

practice.

Materialand methods:self-survey aboutthe generalcharacteristics of

parent,theknowledgeandrealityofpediatricoralhealthhaveexaminedby268

parentsfrom 3kindergartensinGwuang-juand3kindergartensinJeonnam

area.

AllstatisticalanalyzeswereperformedsuingSPSSver20.0.

Results:Theparentsscored6.19±1.85intheknowledgeoftheoralhealthof

preschoolchildren,andtheratioofbrushingwas31.7%.Statistically,thereis

nosimilaritiesbetweenknowledgeaboutoralhealthandbrushinginpre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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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groups. In some cases – the gender of parents was a

woman(6.30±1.78),theageofparentswerebetween31to40(6.36±1.77),andthe

economicalconditionwas‘intermediate,high’(6.27±1.85)-someparentsgothigh

scores,andwewouldfindoutsomesimilaritiesbetweenthecasesandthe

scoresstatistically.However,itwashardtofindinterrelationshipwhetherthe

parentshadajob,andwhocaredtheoralhealthoftheirchildren.

Therewasnoeffectbetweenoralhealthknowledgepointsandtheratioof

practiceofbrushing.(P<0.158).

Conclusion:Tosummarizetheresultsofthestudyabove,itturnsoutthat

theparents'levelofknowledgeabouttheinfants'oralhealthiscomparatively

low,andtheirpracticeofbrushinginfants'teethhasnotbeendonewell.Thus,

itisconsideredthatweshouldinstructparentsabouttheunderstandingofthe

infants'foodandbeverage,theperiodsofinfants'brushingteeth,theamount

oftheuseoftoothpaste,propertypesoftoothpasteforinfants,andtheperiods

foraninfant'svisitingadentistanditscycletoimproveandmaintaininfants'

oralhealthandmakeplansforitregardingparents'gender,age,educational

background,and economicalstate.Furthermore,weneed toproposevarious

kindsofmethodsforparentssuchaseducationalprogramsabouttheinfants'

oralhealth and practicing itororalhealth careprograms to enhance the

knowledgeoftheoralhealthandpracticingbrushing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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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A.연구의 필요성

태어나 처음 갖게 되는 유치를 리함에 있어서 구강건강이 비롯되며(김종배,

1997),성인의 구강건강은 어린 시 혹은 은 시 구강상태와 한 계가 있

다.따라서 소아의 구강건강 리는 성인이 된 후에도 구강건강을 유지하는데 요

한 역할을 한다.(강 경 등,2007)

유치는 소화기 의 제일선에 치한 주된 작기 으로서, 작에 의한 음식물의

소화작용과 동화작용을 하여 성장 인 어린이의 신발육에 요한 역할을 하며,

건 한 구치열의 완성을 한 시간 ,공간 확보 역할을 한다.생후 6개월부터

3세까지를 유치 맹출기(유치열 완성 기)라고 하며,유치가 맹출하는 시기부터 맹

출 순서 시기 이상과 치아우식증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치 맹출기부터의 치

아 리는 매우 요하다(이상호 등,2010).

치아우식증이란 치질 의 무기질이 탈회되고 유기질이 괴되어 치아조직이 결

손되는 만성질환으로써,유치는 무기질 함량이 어 치아우식증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며 치수까지 감염되기가 쉽기 때문에 한 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김종배,1997).유치 우식발생이 높은 소아는 구치에서도 우식증이 발생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유치 우식은 구치 발육에도 향을 뿐만

아니라 작기능 장애와 턱의 발육장애로 인한 부정교합에 향을 수 있다(구강

보건교재개발 원회,2012).

여러 연구에서 올바른 잇솔질이 소아의 치아우식증 발생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정미 ,2012;김은정,2012),가장 효과 이고 기본 인 방

법으로 잇솔질을 추천하고 있다.그러나 소아는 운동신경의 발달이 미숙하여 스스

로 완벽한 구강 리하기에는 섬세한 잇솔질과 구강보조용품 사용의 어려움이 있어

부모의 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김명진 등,2000).

올바른 잇솔질 방법을 하여 아침에 일어난 직후보다 식사 후와 취침 에 잇

솔질을 할 수 있게 해주고,칫솔두부 길이가 2cm 이하,두부형태가 둥근 일반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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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이 권장되며(강부월 등,2012),불소가 들어있는 소아용 치약을 콩알만큼 작게

이용하여 소아가 먼 잇솔질 한 후 보호자가 다시 닦아주도록 하고,잇솔질에

한 흥미를 느끼고 소아가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취학 후 회 법으로 환하기 쉬

운 폰즈법을 교육하는 것 등이 부모가 아이의 잇솔질을 도와 수 있는 부분이다

(공 숙 등,2010;강부월 등,2012).이처럼 소아의 구강 리에는 부모의 역할이 요

하므로 소아의 구강건강 리를 해 잇솔질의 실천정도와 지식수 에 해 알아보

는 것은 매우 요하고 사료된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등학생이나 청소년,성인 노인의 구강건강지

식 혹은 구강건강에 한 인식과,행태를 많이 다 왔으며(최규범,2003;황지

민,2006;이혜경,2007;노세인,2009;주종욱,2010;마재경,2015),소아를 상으로 한

구강건강지식이나 행 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는 취학

부모를 상으로 소아의 잇솔질 실천정도와 소아 구강건강에 한 부모의 지식을

악하여 소아구강건강교육 참고자료 소아 구강보건사업개발의 기 자료를 마

련하고자 시행하 다.

B.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취학 아동 부모를 상으로 잇솔질 실천정도와 구강건강

리에 한 지식수 을 알아보고 소아와 부모의 특성에 따라 구강건강 리에 한

지식과 실천정도를 비교 후 구강건강 리에 한 지식과 실천정도의 계를 악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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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구 상 방법

A.연구 상

본 연구는 주지역 3개소, 남(군)지역 3개소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6개소 시설

을 임의로 선정하 으며,원아 수는 총 524명이었다.자료 수집을 하여 각 기

장의 동의를 구한 후 각 반 담임교사의 조가 이루어진 380명의 소아의 부모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가정통신문 형태로 투와 함께 소아를 통하여 부모에게

달하 으며,부모가 직 작성할 수 있게 하 다.설문지 내용 출을 염려할 것을

고려하여 투 입구를 차단을 권장하 고,소아를 통해 다시 기 에서 회수하 다.

설문지 회수기간은 2015년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으며,회수된 설문지는 246부로

회수률은 약 64.7% 다.최종 연구 상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246명으로 선정하

다.

B.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부모가 응답하게 하 으며,설문지의

구성은 소아와 부모의 일반 특성,소아구강건강 리에 한 부모의 지식,잇솔질

실천으로 총 27문항의 설문지를 구성하 다.

소아의 일반 특성은 성별,연령,형제 혹은 자매 유무를 조사하 고,부모의 일

반 특성으로는 부모의 성별,연령,소아와의 계,학력,직업유무,경제상태와 소

아의 구강 리를 가 담당하는지를 조사하 다.

소아구강건강 리 지식문항은 조해련(2011)이 사용한 지식 측정 도구를 이용하

여,식이에 해 4문항,잇솔질에 한 5문항,치과검진에 하여 2문항 총 11문항

을 이용하 고 지식 측정은 최 0 에서 최고 11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소

아구강건강에 한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소아구강건강 리 실천에 한 측정은 소아의 처음 잇솔질 시기와 소아가 잇솔

질을 할 때 주된 행 자,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잇솔질 시기,잇솔질 평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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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 칫솔 종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하루 3번 이상 양치질을 하며,소아

가 먼 양치질 한 후 부모가 다시 해주는 방법과 일반 소아 칫솔 사용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잘함’,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못함’으로 측정하 다.

C.분석 방법

일반 특성과 잇솔질 실천정도는 빈도와 백분률로 산출하 고,소아구강건강에

한 지식은 각 문항별 정답률로 빈도와 백분률을 산출한 후 체 평균과 표 편

차를 제시하 다.일반 특성에 따른 잇솔질 실천정도의 계는 빈도와 백분률로

산출 후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여 확인하 고,일반 특성에 따른 잇솔질 실천정

도와 구강건강지식 비교와 잇솔질 실천정도에 따른 구강건강 리에 한 지식 수

비교는 t-검정과 ANOVA로 분석하 다.모든 통계분석은 SPSSver20.0을 이용하

으며,p-value가 0.05미만인 경우를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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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 구 결 과

A.소아의 일반 특성

총 응답자 수는 246명으로 소아의 성별은 남자가 51.2%,여자가 48.70% 으며,

소아의 연령은 6세에서 26.4%,5세에서 25.2%으로 가장 많았으며,4세 22.0%,7세

14.2%,3세 2.2% 순이었다.형제나 자매가 있다고 81.3%가 응답하 다(표 1).

표 1.소아의 일반 특성

구분 명 %

성별

남 126 51.2

여 120 48.7

나이

3살 30 12.2

4살 54 22.0

5살 62 25.2

6살 65 26.4

7살 35 14.2

형제/자매

있다 200 81.3

없다 46 18.7

계 24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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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모의 일반 특성

부모의 성별은 남자10.6%,여자가 89.4% 으며,연령은 31-40세에서 77.2%으로

가장 많았고,41세 이상은 12.2%,20-30세가 10.6%으로 가장 었다.부모의 학력

으로는 졸 이상 76.4% 으며,직업이 ‘있다’고 63.4%가 응답하 으며,부모가 자

각하는 재 경제상태는 90.2%가 ‘,상이다’라고 응답하고,소아의 구강을 리해

주는 사람은 89.0%로 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리하 다(표 2).



- 7 -

표 2.부모의 일반 특성

구분 　 명 %

성별

남자 26 10.6

여자
220 89.4

연령

20– 30세 26 10.6

31– 40세 190 77.2

41세 이상 30 12.2

학력

고졸 이하 58 23.6

졸 이상 188 76.4

직업

없다 90 36.6

있다 156 63.4

경제 상태

,상 222 90.2

하 24 9.6

소아 구강 리 담당

아버지 20 8.1

어머니 219 89.0

기타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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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소아 구강건강에 한 부모의 지식

소아의 구강건강에 한 부모의 지식 수는 평균 6.19±1.85 이 다.문항별 정

답률을 보면 식이 련 문항에서는 ‘어린이용 과일음료는 치아에 안 하지 않다’가

93.5%으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 고,‘부분의 유아용 음식과 음료에는 설탕이

포함되어 있다’86.2%,‘설탕은 에 지 섭취를 해서 필수 이지 않다’54.9%,‘제

품의 성분표에 설탕이 첫 번째,두 번째,혹은 세 번째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설탕

이 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48.8%으로 정답률이 낮았다.잇솔

질 련문항에서는 ‘불소가 치아에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한다’65.5%,‘소아의 치아

를 하루에 몇 번씩 닦아주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67.9% 응답하 고,‘당한

치약 사용 양을 알고 있다’49.2%,‘몇 살 때부터 소아의 잇솔질을 시작하는지 알고

있다’41.5%,‘소아용 치약의 종류를 알고 있다’58.5%의 정답률을 보 다.치과검

진 련 문항에서는 ‘소아의 치과 첫 내원시기를 알고 있다’38.2%,‘소아의 치과 검

진주기를 알고 있다’15.4%으로 다른 문항들보다 상 으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 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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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정답률

식이 련

어린이용 과일음료는 치아에 안 하지 않다. 230(93.5)

부분의 유아용 음식과 음료에는 설탕이 있다. 212(86.2)

설탕은 에 지 섭취를 해서 필수 이지 않다. 135(54.9)

제품의 성분표에 설탕이 첫 번째,두 번째,혹은 세 번째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설탕이 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하지 않는다.

120(48.8)

잇솔질 련

소아의 하루 양치질 횟수를 알고 있다. 167(67.9)

불소가 치아에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160(65.5)

소아에게 한 치약의 종류를 알고 있다. 144(58.5)

아이의 당한 치약 사용량을 알고 있다. 121(49.2)

소아의 첫 잇솔질 시기를 알고 있다. 102(41.5)

치과검진 련

소아의 첫 치과 내원 시기를 알고 있다. 94(38.2)

소아의 치과 검진 주기를 알고 있다. 38(15.4)

평균±표 표차 6.19±1.85

표 3.소아 구강건강에 한 부모의 지식

(N=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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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소아 잇솔질 실천 정도

첫 잇솔질 시기로는 ‘치아가 나기 잇몸부터 닦아 다’고 49.6%가 응답 하 으

며,잇솔질은 ‘아이 스스로 양치 후 부모가 다시 해 다’라고 64.2%가 응답하 다.

하루 평균 잇솔질은 3-5번 이상이 56.4%한다고 하 고,잇솔질 시간은 1-2분 이내

(48.8%)에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 으며,칫솔의 종류로는 95.1% 부분이 소아

용 일반 칫솔을 사용한다고 응답하 다.

체 인 잇솔질 실천 정도는 31.7%가 ‘잘함’으로 나타났으며,68.3%는 ‘못함’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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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명 %

아이의 첫 잇솔질 시작

치아 나기 잇몸 마사지부터 했다 42 17.1

아래 앞니가 나는 시기부터 했다 122 49.6

앞니가 나는 시기부터 했다 66 26.8

어 니가 나는 시기부터 했다 16 6.5

잇솔질의 주된 행 자

아이가 스스로 잇솔질 한다 36 14.6

아이가 잇솔질을 한 후 보호자가 다시 한다 28 11.4

아이가 잇솔질을 한 후 보호자가 검사만 한다 24 9.8

보호자가 으로 잇솔질 해 다 158 64.2

아이의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

0-2번 107 43.5

3-5번 이상 139 56.4

아이의 잇솔질 시간

1분 이내 74 30.1

1-2분 120 48.8

2-3분 52 21.1

아이가 사용하는 칫솔의 종류

일반 소아용 칫솔 234 95.1

기타( 동칫솔,실리콘 칫솔 등) 12 4.9

잇솔질 실천

잘함 78 31.7

못함 168 68.3

표 4.소아 잇솔질 실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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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강건강지식

p-값

잇솔질 실천 정도

p-값
평균±표 편차

못함

명(%)

잘함

명(%)

성별

남 6.29±1.90 0.374 86(68.3) 40(31.7) 0.989

여 6.08±1.79
　

82(68.3) 38(31.7)
　

연령

3살 6.10±2.04 0.932 23(76.7) 7(23.3) 0.771

4살 6.31±1.95 35(64.8) 19(35.2)

5살 6.10±1.68 43(69.4) 19(30.6)

6살 6.29±2.02 　 45(69.2) 20(30.8)

7살 6.06±1.53 22(62.9) 13(37.1)
　

형제/자매 　

있다 6.20±1.80 0.945 136(68.0) 64(32.0) 0.837

없다 6.17±2.04 32(69.6) 14(30.4) 　

E.소아의 일반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지식과 잇솔질 실천

정도 비교

소아의 특성에 따른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과 잇솔질 실천정도를 비교한 결과,성

별,연령,형제자매 여부에 따른 구강건강지식과 잇솔질 실천정도는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

표 5.소아의 일반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지식과 잇솔질 실천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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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부모의 일반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 리에 한 지식과

잇솔질 실천의 비교

잇솔질 실천정도는 부모의 일반 특성과 구강건강 리에 한 지식과 실천을 비

교한 결과,여자가(6.30±1.78),남자보다(5.30±2.19)구강건강지식 수가 더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0.01),연령에서는 31-40세에서 6.36±1.77로

지식 수가 가장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01).학력이 졸

이상일 경우(6.37±1.79)가 고졸 이하(5.60±1.95)일 경우보다 지식 수가 더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p=0.005),경제상태가 ‘,상’(6.27±1.85)이라고

답한 부모가 ‘하’(5.41±1.72)라고 답한 부모보다 지식 수가 더 높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31).부모의 직업이 없는 경우 지식 수가 6.44±1.75

으로 직업이 있는 경우(6.04±1.90)보다 높았고,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소아구강 리 담당자의 지식 수는 아버지(6.25±1.80)가 어머니(5.50±2.37)보다 높았

고,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부모의 일반 특성과 잇솔질 실천정도를

비교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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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강건강지식

p-값
잇솔질 실천 정도

p-값
평균±표 편차

못함
명(%)

잘함
명(%)

성별

남자 5.30±2.19 0.01 19(73.1) 7(26.9) 0.579

여자 6.30±1.78
　

149(67.7) 71(32.3)
　

연령

20– 30세 6.35±1.65 0.001 19(73.1) 7(26.9) 0.666

31– 40세 6.36±1.77 127(66.8) 63(33.2)

41세 이상 5.00±2.10
　

22(73.3) 8(26.7)
　

학력

고졸이하 5.60±1.95 0.005 43(74.1) 15(25.9) 0.274

졸이상
6.37±1.79

　
125(66.5) 63(33.5)

　

직업

없다 6.44±1.75 0.103 62(68.9) 28(31.1) 0.879

있다 6.04±1.90
　

106(67.9) 50(32.1)
　

경제 수

,상 6.27±1.85 0.031 149(67.1) 73(32.9) 0.228

하 5.41±1.72
　

19(79.2) 5(20.8)
　

소아구강 리 담당자

아버지 6.25±1.80 0.212 151(68.9) 68(31.1) 0.339

어머니 5.50±2.37 14(70.0) 6(30.0) 　

기타 6.43±1.40 　 3(42.9) 4(57.1)

표 6.부모의 일반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 리에 한 지식과 실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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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솔질 실천정도
p-값

못함 잘함

구강건강지식(평균±표 표차) 6.43±1.64 6.08±1.93 0.158

G.부모의 구강건강지식 수 에 따른 잇솔질 실천정도

잇솔질 실천을 못하는 경우 구강건강지식 수는 6.43±1.64 ,잘하는 경우 구강

건강지식 수는 6.08±1.93 으로 잇솔질 실천정도에 따른 구강건강지식 수는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7).

표 7.부모의 구강건강지식 수 에 따른 잇솔질 실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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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고 찰

본 연구는 취학 아동 부모를 상으로 잇솔질 실천정도와 구강건강 리에

한 지식수 을 알아보고 일반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 리에 한 지식과 실천정

도를 알아보며,구강건강 리에 한 지식과 실천정도의 계를 조사하기 하여

시행하 다.

최미숙(2003)의 연구에서는 80.5%의 잇솔질 실천을 평소에 하고 있다고 하 고,

안미연(2009)의 연구에서는 77.8%가 잇솔질을 해주고 있다고 응답하 으나,본 연

구에서는 잇솔질 실천율은 31.7%로 다른 연구들에 비하여 낮았다.이는 의 선행

논문에서는 체 인 잇솔질 실천정도를 조사하 으나,본 연구는 잇솔질 실천 행

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가 요하다고 사료되어,

소아용 일반칫솔을 이용하여,양치 후 보호자가 다시 한 번 더 해주며,하루 3번

이상 올바른 잇솔질을 실천하고 있는 부모만을 ‘실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여 다

른 선행연구들과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소아 구강건강에 한 지식 수는 평균 6.19±1.85 이 다.

같은 지식측정 도구를 사용한 조해련(2011)의 지식문항 결과 가장 정답율이

높았던 문항이 본 연구에서도 어린이용 과일음료가 치아에 안 하지 않다(93.5%),

부분의 유아용 식음료에는 설탕이 포함되어 있다(86.2%),불소가 치아에 효과가

있다(65.5%)로 가장 높은 정답율을 보 으며,정답율이 낮았던 1회 치약 사용량,잇

솔질 횟수,검진문항 등은 본 연구에서도 낮은 정답률을 보 다.서수연(2011)은 이

가 나기 에는 멸균거즈로 닦아주고 이가 난 후에 작고 부드러운 칫솔로 닦아주

며,콩알만큼의 불소치약을 시용하여 잇솔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아에게 권장하는 치약의 종류(58.5%),치약 사용량(49.2%),소아의 첫

잇솔질 시기(41.5%)에 한 지식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특히 소아가

얼마나 자주 치과검진을 해야 하는지(15.4%),소아의 첫 치과내원 시기(38.2%)를

부분의 부모들이 모르고 있었으며 다른 지식 수에 비해 상 으로 매우 낮았

다.따라서 소아에게 한 치약의 종류, 당한 치약의 양,첫 잇솔질 시기에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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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잇솔질 실천 정도는 첫 잇솔질 시기로 ‘치아가 나기 잇몸부터 닦아 다’

고 49.6% 응답하 으나,선행연구 심미정(2012)의 ‘이가 나기 부터 닦아 다’고

74.9% 응답하여 심미정(2012)의 연구보다 은 실천율이었다.이송은(2004)의 연구

에서 유아가 양치 후 보호자가 다시 양치해 주는 경우 유아가 스스로 하거나,양치

후 보호자가 검사만 하는 경우보다 우식경험유치율이 더 낮았다고 하 다.본 연구

에서는 ‘아이 스스로 양치 후 부모가 다시 해 다’라고 64.2%응답하 고,잇솔질 시

간이 3-4분이 당하다고 한 Wilkins등(2004)의 주장과 비교해 보았을 때,본 연

구에서의 소아 잇솔질 시간은 1-2분 이내가 48.8%로 가장 높아 충분한 양치질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시간이었다.하루 평균 잇솔질은 3-5번 이상이 56.4%한다고

응답하 으며,칫솔의 종류로는 95.1% 부분이 소아용 일반 칫솔을 사용한다고 응

답하 다.

일반 특성과 구강건강지식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소아의 성별,연령,형제,

자매의 유무는 구강건강지식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부모의 성별이 여자일 경

우(6.30±1.78)와 연령이 31-40세일 경우(6.36±1.77),학력이 졸 이상일 경우

(6.37±1.79),경제상태가 ‘,상’(6.27±1.85)일 경우 지식 수가 더 높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부모의 일반 특성과 잇솔질 실천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부모의 성별,연령,

학력,경제상태와 잇솔질 실천정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이는 선행

연구 모의 학력이 높고,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잇솔질 실천이 더 극 이라는 허윤

정(2007)의 결과와 다소 상반되었다.그러나 36세 이상-40세 이하의 연령,교육수

이 높고,가계 월수입이 많을수록 지식 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이나, 유아

구강건강에 한 부모의 지식정도와 구강건강 실천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조해

련(2011)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소아 구강건강에 한 부모의 지식정도

는 낮은 편이 으며,잇솔질 실천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아의 구강건강 유지 증진을 하여 가정에서 효과 인 교육이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소아 식음료에 한 이해와 잇솔질 시기,치약의 사용 양,소아에

게 알맞은 치약의 종류를 교육시키고 소아의 치과 내원 시기와 검진주기를 교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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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야하며,교육 시 부모의 성별,연령,학력,경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부모에게 소아 구강건강에 한 교육과 잇솔질 실천

교육 로그램 구강건강사업과 같은 여러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 구강건강지식

과 잇솔질 실천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소아의 양육자를 부모로만 편 되어 있고,일부 지역을 상

으로 선정하 기에 일반화시키기에 무리가 있다. 한 구강건강지식 잇솔질 실

천의 평가도구를 더 다양하게 하여 분석이 필요하며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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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요약 결론

본 연구는 부모와 3-7세 취학 소아의 일반 특성과 잇솔질 실천정도와 부모

의 소아구강건강 리에 한 지식을 알아보고,일반 특성과 소아구강건강 리에

한 지식이 잇솔질 실천과 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주, 남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6개 시설을 임의로 선정하여 자기기입식 설

문지를 가정통신문 형태로 부모가 직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 으며,소아를

통하여 부모에게 달 후 소아를 통해 다시 기 에서 회수하 다.최종 연구 상은

246명,회수률은 약 64.7% 으며,모든 통계분석은 SPSSver20.0을 이용하 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51.2%로 여자보다 많았고,연

령은 6세에서 26.4%로 가장 많았으며,형제나 자매가 있다고 81.3%가 응답하 다.

부모의 성별은 여자가 89.4%로 많았으며,연령은 31-40세에서 77.2%로 많았다.부

모의 학력으로는 졸이상이 76.4% 고,63.4%가 직업이 있었으며,경제상태는

90.2%가‘,상이다’고 하 다.소아의 구강은 주로 어머니가 리한다고 89.0% 응

답하 다.소아 구강건강에 한 부모의 지식은 6.19±1.85 이었으며,잇솔질 실천

율은 31.7%이었다.소아의 일반 특성은 지식과 잇솔질 실천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부모의 성별이 여자(6.30±1.78 )일 경우,부모의 연령이 31-40세

인 경우(6.36±1.77)경제상태가 ‘,상’으로 응답한 경우(6.27±1.85 )지식 수가 더

높았으며,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부모의 직업의 유무(p=0.103)와,구강

리를 담당하는 사람(p=0.212)에 따라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구강

건강지식 수와 잇솔질 실천을 비교해 보았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158).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볼 때,가정에서 효과 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부

모에게 소아 구강건강에 한 교육과 잇솔질 실천 교육 로그램 구강건강사업

과 같은 여러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 구강건강지식과 잇솔질 실천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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