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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AA sssuuurrrvvveeeyyyooonnnttthhheeeaaawwwaaarrreeennneeessssssooofffwwwaaattteeerrrfffllluuuooorrriiidddaaatttiiiooonnn

ooofffttthhheeeppprrriiimmmaaarrryyysssccchhhoooooolllttteeeaaaccchhheeerrrsssiiinnnJJJiiinnnjjjuuu

Moon,Seon-Jeong,R.D.H.

Advisor:Prof.Kim,Dong-Kie.D.D.S.,M.S.D.,Ph.D.
DepartmentofOralHealth,
GraduateSchoolofEnvironmentandHealth,
ChosunUniversity.

The developmentofwater fluoridation is disturbed with spreading the
distortedinformationabouttheproject.Bythemedium ofvariableeducation
andpublicrelations,weinducethepositivethinkingaboutwaterfluoridationto
developetheproject.Likethis,thepublicsupportisanimportantfactorto
decide the water fluoridation,so it's necessity gethigher to study the
recognitionthatisconcernedinwaterfluoridation.Thepurposeofthisstudy
was to obtain the information forimprovementofthe supporton water
fluoridation by evaluation of awareness on primary school.The author
surveyed534teacherswhowereselectedby random sampling ofall1,066
teachersofprimaryschoolinJinjubyquestionnaires,theywereregardedas
playanimportantroleinknowledgeandhabitaboutoralhealthofchildren.
Theresultsareasfollows:
1.Themeanpercentageofrespondentsusingthetapwaterandpurifiedwater
fordrinkingwas41.6% and46.6%,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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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ecognitionrateofwaterfluoridationwas70.0%,31.7% oftherespondents
knew aboutwaterfluoridationfrom massmedia.

3.66.1%oftherespondentsagreedwithwaterfluoridation.71.5% oftherespondents
knew thepreventionofdentalcariesbypurposeofwaterfluoridation73.0%
oftherespondentsrecognizedabouttheefficiencyofwaterfluoridation.

4.85.0% oftherespondentsagreedwithcontinuouswaterfluoridation,76.9%
oftherespondentsrecognizedaboutsafetyofwaterfluoridation.

5.43.8% oftherespondentsagreedwithdecisionofprofessionalgroupforthe
performanceofwaterfluoridation.

Theprimaryschoolteachershadpositiveopinionofthewaterfluoridation
causedbytheeducationfrom healthteacher,relatedarticles,visitingthewater
purificationcenter,observationthewaterresourcescorporation.Butsomeofprimary
schoolteacherswhohadmisgivingsaboutthewaterfluoridationhavetoreceive
continuousoralhealtheducationsand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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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경제․문화 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이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건
강의 필수요소인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1).선진국에서는 적극적
인 구강보건사업을 통하여 치아상실의 주된 원인인 치아우식증이 감소되고 있으
나2,3)우리나라 국민의 치아우식증 유병율은 증가하고 있다4,5).2004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지출 10위안에 구강질환은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1위)’,
‘치아우식증(4위)’,‘치은염 및 치주질환(7위)’으로 3개나 차지하고 있으며,치아우
식증으로 지출한 연간 건강보험급여비는 6,707억원이었다6).치아우식증은 도시 농
촌 구별 없이 남녀노소가 겪고 있는 국민질환으로,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중구강
보건사업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학교집단잇솔질사업,학교불소용액양치사업,
학교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 등7)이 있다.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치아우식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사업이고,수돗물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안전하게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사업이다8,9).
GrandRapids는 구강건강 향상과 질병예방 수단으로 음용수를 불소화하는 세계

최초의 도시이다10).싱가폴은 1958년 불소화사업을 시작하여 이미 전국민에게 불
화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11)아일랜드 공화국은 1960년 전국 불소화사업을
입법화한 세계 최초의 나라이다12).1980년 당시 뉴질랜드,호주,필리핀,중국 등의
여러 나라에서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확대 실시하였다7).최근에 칠레에서는
범 아메리카 건강기구(PanAmericanHealthOrginization)와 연계하여 전국적 불
소화사업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12).우리나라의 경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은 1981년 경남 진해시13)와 1982년 충북 청주14)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2005
년 전국 35개 정수장에서 542만 명의 지역주민들이 불소농도가 조정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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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에서는 불완전한 의학병력과 잘못된 데이터분석,그리고 외국문헌의
오역에 기초를 두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문제를 제시하였으나15),흥미롭게
도 불소농도가 조정된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 이후 치아우식발생율이 극적으로 증
가되었다는 연구보고서가 제시되었다.영국 Scotland에서는 불소농도가 조정된 수
돗물 공급을 중단한 후 Wicktown의 치아우식발생율이 유치에서 40%,영구치에
서 27%까지 증가되었다는 연구가 있었으며16),1960년대 미국의 Wisconsin주
Antigo시는 11년 동안 시행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시킨 6년 후 Antigo
초등학생의 우식발생율이 41-71% 증가한 결과로 나타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을 재시행하였다17).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지역사회의 조직적 공동노력으로 추진되는 공중구강

보건사업이며18),주민을 위해 주민의 공동노력으로 시행되어져야 하는 사업이므로
이를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 치의사들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안전성과 효과
를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지역사회주민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여 올바른 인
식을 갖도록 교육 할 필요성이 있다.또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시행되고 있
는 지역에서는 사업에 대한 반응을 계속적으로 평가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을 건실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의 인지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김 등19)은 진주시민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사업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고,이 등20)은 시민과 보건직공무원의 도시수돗물불
화의식을 조사하였고,공 등21)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도시수돗물불화
사업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였으며,신 등22)은 시민사회단체구성원의 도시수돗물불
화사업 인지도를 조사하였다.그러나 학생들의 구강보건지식과 구강건강관리습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조사연구의 업적이
보고되지 않았다.이에 저자는 초등학교 교사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인지도
를 설문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수돗물불소농
도조정사업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전달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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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할 목적과 향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근거를 제시
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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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조사대상 및 방법

222...111...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는 2005년 4월 진주시 44개 초등학교 중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혜

택을 받지 못한 8개 초등학교를 제외한 36개 초등학교 교사 1,066명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학교위치,학교성격,보건인력 현황에 따라 543명을 단순임의 표본추출
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실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회수된 자료 중에서 불성실
하게 응답했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534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중 남자교사는 24.9%이었고,여자교사는 75.1%이었다.연령별 구성에

서 50세 이상 교사는 33.9%이었고,40-49세 교사는 27.9%이었다.조사대상 초등
교사 가운데 기혼교사가 85.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미혼교사는 15.0%이었다.
교육경력에 있어서는 30년 이상 교육경력 교사가 26.8%로 가장 많았고,20-29년
교육경력 교사가 26.6%이었으며,10-19년 교육경력 교사가 23.4%이었다.

표 1.조사대상 초등교사의 연령별 성별 구성

연 령 층 전 체 남 자 여  자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 체 534 100.0 133 24.9 401 75.1
20-29세 60 11.3 8 1.5 52 9.8
30-39세 144 26.9 30 5.6 114 21.3
40-49세 149 27.9 31 5.8 118 22.1
50세 이상 181 33.9 64 12.0 117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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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조사대상 초등교사의 교육경력별 결혼여부별 구성

교육경력
전체 기 혼 미 혼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 체 534 100.0 454 85.0 80 15.0
0- 9년 124 23.2 60 11.2 64 12.0
10-19년 125 23.4 117 21.9 8 1.5
20-29년 142 26.6 135 25.3 7 1.3
30년이상 143 26.8 142 26.6 1 0.2

222...222...조조조사사사방방방법법법
2005년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기간 동안 비불소화 7개 지역 8개 초등학교

교사 7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2005년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
지의 기간 동안 조사대상 초등교사의 성별,연령,결혼여부,교육경력 등의 인적사
항과 식음수별 식음여부,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사실인지여부,수돗물불소

농도조정사업 수행사실 인지 동기여부,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찬반정도,수
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개념별인지여부,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효과인지여부,수
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속수행찬반정도,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안전성인지여
부,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여부결정방법별 찬성여부 및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사업 관리방법별 찬성여부를 조사한 연후에,성별,연령별,결혼여부별 및 교육경
력별로 식음수별 식음율을 산출함과 아울러,성별,연령별,결혼여부별 및 교육경
력별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인지교사율,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사

실 인지 동기율,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찬반교사율,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
업 개념별인지교사율,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효과인지교사율,수돗물불소농도조
정사업 계속수행찬반교사율,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안전성인지교사율,수돗물불
소농도조정사업 수행여부결정방법별 찬성교사율 및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리
방법별 찬성교사율을 산출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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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초등학교 구강검진일에 맞추어 각 치과의원의 협조를 얻어 구강검진사
업 협조차 사업 대상학교를 방문한 치과위생사의 협조를 구하여 자기기입식 설문
지를 이용하여 예비조사 과정을 거쳐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총 14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설문지는 여러 석학들의 논문 및 학회지에 게재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인지도에 관한 설문문항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기초
조사 보고서의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22...333...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설문지 결과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of Social

Science)10.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문항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관한 10문항에
대해 빈도분석(frequencypercentanalysis)을 하였다

2)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관한 문항의 신뢰도 분석(Cronbach'sα:0.772)을
실시하였다.

3)대상자의 성별,연령,결혼여부,교육경력에 따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에 관한 수행인지 교사율,수행사실 인지교사율,개념별 인지교사율,수행 찬성
교사율 등의 유의성은 Chi-Square(χ2)검정을 실시하였다.

4)대상자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리방법별 찬성여부에 관한 견해를 살펴
보기 위하여 다중응답분석(multipledichotomymethod)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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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조 사 성 적

진주시 초등학교 교사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인지도에 관한 조사 연구는 식

음수별 식음율,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인지율,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사실 인지 동기율.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찬성율,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개념별 인지율,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효과 인지율,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

속수행 찬성율,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안전성 인지율,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여부 결정방법별 찬성율,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리방법별 찬성율 등을 연

구하는 순서로 이루어졌으며,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333...111...식식식음음음수수수별별별 식식식음음음율율율
전체 조사대상 초등교사에서 다음의 표 3과 4와 5및 6과 같이 가정불여과수돗

물 식음율은 41.6%이었고,가정여과수돗물 식음율은 46.6%이었으며,계곡샘물 식
음율은 6.6%이었고,구매식음수 식음율은 5.2%이었다.
3.1.1. 3.1.1. 3.1.1. 3.1.1. 성별 성별 성별 성별 식음수별 식음수별 식음수별 식음수별 식음율식음율식음율식음율

성별 가정불여과수돗물 식음율은 다음의 표 3과 같이 남자 초등교사에서 47.4%
이었고,여자 초등교사에서 39.7%이었으며,성별 가정여과수돗물 식음율은 남자
초등교사에서 39.1%이었고,여자 초등교사에서 49.1%이었으며,성별 계곡샘물 식
음율은 남자 초등교사에서 10.5%이었고,여자 초등교사에서 5.2%이었으며,성별
구매식음수 식음율은 남자 초등교사에서 3.0%이었고,여자 초등교사에서 6.0%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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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성별 식음율

성별 조사대상
교사수

가정불여과수돗물 가정여과수돗물 계곡샘물 구매식음수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체 534 222 41.6 249 46.6 35 6.6 28 5.2

남자 133 63 47.4 52 39.1 14 10.5 4 3.0

여자 401 159 39.7 197 49.1 21 5.2 24 6.0
p<0.05

333...111...222...연연연령령령별별별 식음수별 식음수별 식음수별 식음수별 식음율식음율식음율식음율

연령별 가정불여과수돗물 식음율은 다음의 표 4와 같이 20대 초등교사에서
53.3%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54.9%이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30.9%이었고,
50대 초등교사에서 35.9%이었다.그리고 연령별 가정여과수돗물 식음율은 20대
초등교사에서 30.0%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36.8%이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57.0%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51.4%이었다.연령별 계곡샘물 식음율은 20대 초
등교사에서 6.7%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2.8%이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7.4%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8.8%이었다.연령별 구매식음수 식음율은 20대 초
등교사에서 10.0%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5.5%이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4.7%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3.9%이었다.

표 4.연령별 식음율

연 령 
조사대상
교사 수

가정불여과수돗물 가정여과수돗물 계곡샘물 구매식음수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 체 534 222 41.6 249 46.6 35 6.6 28 5.2
20-29 60 32 53.3 18 30.0 4 6.7 6 10.0

30-39 144 79 54.9 53 36.8 4 2.8 8 5.5
40-49 149 46 30.9 85 57.0 11 7.4 7 4.7

m

50-59 181 65 35.9 93 51.4 16 8.8 7 3.9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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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333...결결결혼혼혼여여여부부부별별별 식음수별 식음수별 식음수별 식음수별 식음율식음율식음율식음율

결혼여부별 가정불여과수돗물 식음율은 다음의 표 5과 같이 기혼 초등교사에서
39.0%이었고,미혼 초등교사에서 56.3%이었으며,결혼여부별 가정여과수돗물 식음
율은 기혼 초등교사에서 50.2%이었고,미혼 초등교사에서 26.3%이었으며,결혼여
부별 계곡샘물 식음율은 기혼 초등교사에서 6.8%이었고,미혼 초등교사에서 5.0%
이었으며,결혼여부별 구매식음수 식음율은 기혼 초등교사에서 4.0%이었고,미혼
초등교사에서 12.4%이었다.

표 5.결혼여부별 식음율
결 혼
여 부

조사대상
교사수

가정불여과수돗물 가정여과수돗물 계곡샘물 구매식음수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 체 534 222 41.6 249 46.6 35 6.6 28 5.2
기 혼 454 177 39.0 228 50.2 31 6.8 18 4.0

미 혼 80 45 56.3 21 26.3 4 5.0 10 12.4
p<0.05

333...111...444...교교교육육육경경경력력력별별별 식음수별 식음수별 식음수별 식음수별 식음율식음율식음율식음율

교육경력별 가정불여과수돗물 식음율은 다음의 표 6과 같이 0-9년 교육경력 초
등교사에서 47.6%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48.8%이었으며,20-29
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33.1%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38.5%
이었다.그리고 교육경력별 가정여과수돗물 식음율은 0-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
서 36.3%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47.2%이었으며,20-29년 교육경
력 초등교사에서 51.4%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50.3%이었다.교
육경력별 계곡샘물 식음율은 0-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5.6%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1.6%이었으며,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12.0%이었
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6.3%이었다.교육경력별 구매식음수 식음율
은 0-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10.5%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 10 -

2.4%이었으며,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3.5%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4.9%이었다.

표 6. 교육경력별 식음율

교육경력
조사대상
교사수

가정불여과수돗물 가정여과수돗물 계곡샘물 구매식음수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  체 534 222 41.6 249 46.6 35 6.6 28 5.2
0-9년 124 59 47.6 45 36.3 7 5.6 13 10.5
10-19년 125 61 48.8 59 47.2 2 1.6 3 2.4
20-29년 142 47 33.1 73 51.4 17 12.0 5 3.5

30년이상 143 55 38.5 72 50.3 9 6.3 7 4.9
p<0.05

333...222...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 인인인지지지율율율
전체 조사대상 초등교사에서 다음의 표 7과 8과 9및 10과 같이 수돗물불소농

도조정사업 수행 인지율은 70.0%이었고,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미인지율은
30.0%이었다.
333...222...111...성성성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 인인인지지지율율율
성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인지율은 다음의 표 7과 같이 남자 초등교

사에서 73.7%이었고 여자 초등교사에서는 68.8%이었고 성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사업 수행 미인지율은 남자 초등교사에서 26.3%이었고 여자 초등교사에서 31.2%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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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성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인지율
성 별 조사대상

교사수
인지 미인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 체 534 374 70.0 160 30.0
남 자 133 98 73.7 35 26.3

여 자 401 276 68.8 125 31.2
p>0.05

333...222...222...연연연령령령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 인인인지지지율율율
연령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인지율은 다음의 표 8과 같이 20대 초등

교사에서 66.7%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70.8%이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75.8%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65.7%이었다.연령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수
행 미인지율은 20대 초등교사에서 33.3%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29.2%이었으
며,40대 초등교사에서 24.2%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34.3%이었다.

표 8.연령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인지율

연령층 조사대상
교 사 수

인지 미인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 체 534 374 70.0 160 30.0
20-29 60 40 66.7 20 33.3
30-39 144 102 70.8 42 29.2
40-49 149 113 75.8 36 24.2
50-59 181 119 65.7 62 34.3
p<0.05

333...222...333...결결결혼혼혼여여여부부부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 인인인지지지율율율
결혼여부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인지율은 다음의 표 9와 같이 기혼

초등교사에서 70.9%이었고,미혼 초등교사에서 65.0%이었다.결혼여부별 수돗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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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도조정사업 수행 미인지율은 기혼 초등교사에서 29.1%이었고 미혼 초등교사
에서 35.0%이었다.

표 9.결혼여부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인지율

결혼여부 조사대상
교 사 수

인지 미인지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전 체 534 374 70.0 160 30.0
기 혼 454 322 70.9 132 29.1
미 혼 80 52 65.0 28 35.0
p>0.05

333...222...444...교교교육육육경경경력력력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 인인인지지지율율율
교육경력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인지율은 다음의 표 10과 같이 0-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64.5%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80.0%이었
으며,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69.7%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
에서 66.4%이었다.교육경력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미인지율은 0-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35.5%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20.0%이었
으며,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30.3%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
에서 33.6%이었다.

표 10.교육경력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인지율

교육경력 조사대상
교 사 수

인지 미인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 체 534 374 70.0 160 30.0
0-9년 124 80 64.5 44 35.5
10-19년 125 100 80.0 25 20.0
20-29년 142 99 69.7 43 30.3
30년 이상 143 95 66.4 48 33.6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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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사사사실실실인인인지지지 동동동기기기율율율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사실인지 동기율은 다음의 표 11과 12와 13및 14

와 같이 대중매체경유 사업수행사실인지율이 45.2%이었고,반상회ㆍ이웃사람경유 사업수행
사실인지율이 7.0%이었으며,시청홍보자료 및 기타경유 사업수행사실인지율은 29.4%이었고,보
건소ㆍ치과의원경유 사업수행사실인지율은 10.2%이었으며,기억불가매체경유 사업수행사실인
지율은 8.3%이었다.
333...333...111...성성성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사사사실실실인인인지지지 동동동기기기율율율
성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사실인지 동기율은 다음의 표 11과 같이 대중

매체경유 사업수행사실인지율이 남자 초등교사에서 54.0%이었고,여자 초등교사에서 42.0%이었으며,
반상회ㆍ이웃사람경유 사업수행사실인지율은 남자 초등교사에서 4.1%이었고,여자 초등교사에서
8.0%이었으며,시청홍보자료 및 기타경유 사업수행사실인지율은 남자 초등교사에서 29.6%이었고 여
자 초등교사에서 29.4%이었으며,보건소ㆍ치과의원경유 사업수행사실인지율은 남자 초등교사에서
10.2%이었고 여자 초등교사에서 10.1%이었으며,기억불가매체경유 사업수행사실인지율은 남자 초등교
사에서 2.0%이었고 여자 초등교사에서 10.5%이었다.

표 11.성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사실인지 동기율

성별
인 지
교사수

대중매체 반상회ㆍ이웃사람 시청홍보자료 및 기타 보건소ㆍ치과의원 기억불가매체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체 374 169 45.2 26 7.0 110 29.4 38 10.2 31 8.3
남자 98  53 54.0  4 4.1 29 29.6 10 10.2 2 2.0
여자 276 116 42.0 22 8.0 81 29.4 28 10.1 29 10.5
p<0.05

333...333...222...연연연령령령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사사사실실실인인인지지지 동동동기기기율율율
연령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사실인지 동기율은 다음의 표 12와 같이

대중매체경유 사업수행사실인지율이 20대 초등교사에서 42.5%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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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이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41.6%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50.4%이었다.
반상회ㆍ이웃사람경유 사업수행사실인지율은 20대 초등교사에서 5.0%이었고,30대 초등교
사에서 5.9%이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8.0%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7.6%이
었으며 시청홍보자료 및 기타경유 사업수행사실인지율은 20대 초등교사에서 32.5%이었고,
30대 초등교사에서 28.4%이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31.0%이었고,50대 초등교
사에서 27.7%이었다.보건소ㆍ치과의원경유 사업수행사실인지율은 20대 초등교사에서 7.5%
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8.9%이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11.5%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11.0%이었으며 기억불가매체경유 사업수행사실인지율은 20대 초등교사에서
12.5%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12.7%이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8.0%이었고,
50대 초등교사에서 3.4%이었다.

333...333...333...결결결혼혼혼여여여부부부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사사사실실실인인인지지지 동동동기기기율율율
결혼여부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사실인지 동기율은 다음의 표 13과 같

이 대중매체경유 사업수행사실인지율이 기혼 초등교사에서 45.4%이었고,미혼 초등교사
에서 44.2%이었고,반상회ㆍ이웃사람경유 사업수행사실인지율은 기혼 초등교사에서 7.5%이
었고,미혼 초등교사에서 3.8%이었으며,시청홍보자료 및 기타경유 사업수행사실인지율은

표 12.연령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사실인지 동기율

연  령
인 지
교사수

대중매체 반상회ㆍ이웃사람 시청홍보자료 및 기타 보건소ㆍ치과의원 기억불가매체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 체 374 169 45.2 26 7.0 110 29.4 38 10.2 31 8.3

20-29세 40 17 42.5 2 5.0 13 32.5 3 7.5 5 12.5
30-39세 102 45 44.1 6 5.9 29 28.4 9 8.9 13 12.7
40-49세 113 47 41.6 9 8.0 35 31.0 13 11.5 9 8.0
50-59세 119 60 50.4 9 7.6 33 27.7 13 11.0 4 3.4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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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초등교사에서 28.5%이었고,미혼 초등교사에서 34.6%이었으며,보건소ㆍ치과의
원경유 사업수행사실인지율은 기혼 초등교사에서 10.9%이었고,미혼 초등교사에서 5.8%
이었으며,기억불가매체경유 사업수행사실인지율은 기혼 초등교사에서 7.8%이었고,미혼
초등교사에서 11.5%이었다.

333...333...444...교교교육육육경경경력력력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사사사실실실인인인지지지 동동동기기기율율율
교육경력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사실인지 동기율은 다음의 표 14와 같

이 대중매체경유 사업수행사실인지율이 0-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41.3%이었고,
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46.0%이었으며,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46.5%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46.3%이었다.반상회ㆍ이웃사람경유
사업수행사실인지율은 0-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5.0%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9.0%이었으며,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5.1%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8.4%이었으며,시청홍보자료 및 기타경유 사업수행사실인지
교사율은 0-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25.0%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
서 34.0%이었으며,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26.3%이었고,30년 이상 교육
경력 초등교사에서 31.5%이었다.보건소ㆍ치과의원경유 사업수행사실인지율은 0-9년 교육
경력 초등교사에서 8.8%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6.0%이었으며,
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15.1%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표 13.결혼여부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사실인지 동기율

결혼

여부

인 지
교사수

대중매체 반상회ㆍ이웃사람 시청홍보자료 및 기타 보건소ㆍ치과의원 기억불가매체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체 374 169 45.2 26 7.0 110 29.4 38 10.2 31 8.3

기혼 322 146 45.4 24 7.5 92 28.5 35 10.9 25 7.8

미혼  52 23 44.2 2 3.8 18 34.6 3 5.8 6 11.5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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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이었으며 기억불가매체경유 사업수행사실인지율은 0-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20.0%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5.0%이었으며,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7.1%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3.2%이었다.

표 14.교육경력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사실인지 동기율

교 육

경 력

인 지
교사수

대중매체 반상회ㆍ이웃사람 시청홍보자료 및 기타 보건소ㆍ치과의원 기억불가매체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 체 374 169 45.2 26 7.0 110 29.4 38 10.2 31 8.3

0-9년 80 33 41.3 4 5.0 20 25.0 7 8.8 16 20.0

10-19년 100 46 46.0 9 9.0 34 34.0 6 6.0 5 5.0
20-29년 99 46 46.5 5 5.1 26 26.3 15 15.1 7 7.1
30년이상 95 44 46.3 8 8.4 30 31.5 10 10.5 3 3.2
p<0.05

333...444...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 찬찬찬반반반율율율
전체 조사대상 초등교사에서 다음의 표 15와 16과 17및 18과 같이 수돗물불소

농도조정사업 수행 찬성율은 66.1%이었고,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방관율은
32.2%,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반대율은 1.7%이었다.
333...444...111...성성성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 찬찬찬반반반율율율
성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찬성율은 다음의 표 15와 같이 남자 초등교

사에서 69.2%이었고,여자 초등교사에서 65.1%이었으며,성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사업 수행 방관율은 남자 초등교사에서 29.3%이었고,여자 초등교사에서 33.2%이
었으며,성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반대율은 남자 초등교사에서 1.5%이
었고,여자 초등교사에서 1.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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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성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찬반율
성별 조사대상

교사수

적극찬성 소극찬성 방관 소극반대 적극반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체 534 96 18.0 257 48.1 172 32.2 8 1.5 1 0.2
남자 133 27 20.3 65 48.9 39 29.3 2 1.5 0 0.0
여자 401 69 17.2 192 47.9 133 33.2 6 1.5 1 0.2
p>0.05

333...444...222...연연연령령령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 찬찬찬반반반율율율
연령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찬성율은 다음의 표 16과 같이 20대 초등

교사에서 60.0%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55.6%이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67.1%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75.7%이었다.연령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
행 방관율은 20대 초등교사에서 40.0%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43.1%이었으며,
40대 초등교사에서 29.5%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23.2%이었으며 연령별 수돗
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반대율은 30대 초등교사에서 1.3%이었으며,40대 초등
교사에서 3.4%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1.1%이었다.

표 16.연령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찬반율

연 령 조사대상
교사수

적극찬성 소극찬성 방관 소극반대 적극반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 체 534 96 18.0 257 48.1 172 32.2 8 1.5 1 0.2

20-29 60 4 6.7 32 53.3 24 40.0 0 0.0 0 0.0

30-39 144 17 11.8 63 43.8 62 43.1 2 1.3 0 0.0

40-49 149 33 22.1 67 45.0 44 29.5 4 2.7 1 0.7
50-59 181 42 23.2 95 52.5 42 23.2 2 1.1 0 0.0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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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44...333...결결결혼혼혼여여여부부부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 찬찬찬반반반율율율
결혼여부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찬성율은 다음의 표 17과 같이 기혼

초등교사에서 67.9%이었고,미혼 초등교사에서 56.3%이었고,결혼여부별 수돗물불
소농도조정사업 수행 방관율은 기혼 초등교사에서 30.1%이었고,미혼 초등교사에
서 43.7%이었으며 결혼여부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반대율은 기혼 초등
교사에서 2.0%이었다.

표 17.결혼여부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찬반율
결혼
여부

조사대상
교사수

적극찬성 소극찬성 방관 소극반대 적극반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체 534 96 18.0 257 48.1 172 32.2 8 1.5 1 0.2

기혼 454 92 20.3 216 47.6 137 30.1 8 1.8 1 0.2

미혼 80 4 5.0 41 51.3 35 43.7 0 0.0 0 0.0
p<0.05

333...444...444...교교교육육육경경경력력력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 찬찬찬반반반율율율
교육경력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찬성율은 다음의 표 18과 같이 0-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58.1%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63.2%이었
으며,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69.0%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
에서 72.7%이었다.교육경력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방관율은 0-9년 교
육경력 초등교사에서 39.5%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36.0%이었으
며,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28.9%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
서 25.9%이었다.교육경력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반대율은 0-9년 교육
경력 초등교사에서 2.4%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0.8%이었으며,
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2.1%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1.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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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교육경력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찬반율
교육경력 조사대상교사수

적극찬성 소극찬성 방관 소극반대 적극반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 체 534 96 18.0 257 48.1 17232.2 8 1.5 1 0.2

0-9년 124 8 6.5 64 51.6 4939.5 3 2.4 0 0.0

10-19년 125 23 18.4 56 44.8 4536.0 1 0.8 0 0.0

20-29년 142 34 23.9 64 45.1 4128.9 2 1.4 1 0.7
30년이상 143 31 21.7 73 51.0 3725.9 2 1.4 0 0.0
p<0.05

333...555...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개개개념념념별별별 인인인지지지율율율
전체 조사대상 초등교사에서 다음의 표 19와 20과 21및 22와 같이 수돗물정화

사업 개념 인지율은 8.1%이었고,수돗물소독사업 개념 인지율은 12.4%이었으며,
치아우식증예방사업 개념 인지율은 71.5%이었고,치주조직병예방사업 개념 인지
율은 4.1%이었고,사업 개념 미인지율은 3.9%이었다.
333...555...111...성성성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개개개념념념별별별 인인인지지지율율율
성별 수돗물정화사업 개념 인지율은 다음의 표 19와 같이 남자 초등교사에서

5.3%이었고,여자 초등교사에서 9.0%이었으며,성별 수돗물소독사업 개념 인지율
은 남자 초등교사에서 13.5%이었고,여자 초등교사에서 12.0%이었으며,성별 치아
우식증예방사업 개념 인지율은 남자 초등교사에서 75.2%이었고,여자 초등교사에
서 70.3%이었으며,성별 치주조직병예방사업 개념 인지율은 남자 초등교사에서
2.3%이었고,여자 초등교사에서 4.7%이었다.성별 사업 개념 미인지율은 남자 초
등교사에서 3.7%이었고,여자 초등교사에서 4.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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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성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개념 인지율

성별 조사대상교사수
수돗물정화 수돗물소독 치아우식증예방 치주조직병예방 사업개념미인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체 534 43 8.1 66 12.4 382 71.5 22 4.1 21 3.9

남자 133 7 5.3 18 13.5 100 75.2 3 2.3 5 3.7

여자 401 36 9.0 48 12.0 282 70.3 19 4.7 16 4.0
p>0.05

333...555...222...연연연령령령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개개개념념념별별별 인인인지지지율율율
연령별 수돗물정화사업 개념 인지율은 다음의 표 20과 같이 20대 초등교사에서

18.3%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5.6%이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8.1%이었고,
50대 초등교사에서 6.6%이었다.연령별 수돗물소독사업 개념 인지율은 20대 초등
교사에서 23.3%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11.8%이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12.1%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9.4%이었다.연령별 치아우식증예방사업 개념 인
지율은 20대 초등교사에서 48.3%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72.9%이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75.2%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75.1%이었으며,연령별 치주조직병
예방사업 개념 인지율은 20대 초등교사에서 3.3%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3.5%
이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0.7%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7.7%이었다.연령별
사업 개념 미인지율은 20대 초등교사에서 6.8%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6.2%이
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4.0%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1.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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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연령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개념 인지율

연 령 조사대상교사수
수돗물정화 수돗물소독 치아우식증예방 치주조직병예방 사업개념미인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 체 534 43 8.1 66 12.4 382 71.5 22 4.1 21 3.9

20-29 60 11 18.3 14 23.3 29 48.3 2 3.3 4 6.8

30-39 144 8 5.6 17 11.8 105 72.9 5 3.5 9 6.2

40-49 149 12 8.1 18 12.1 112 75.2 1 0.7 6 4.0

50-59 181 12 6.6 17 9.4 136 75.1 14 7.7 2 1.1
p<0.05

333...555...333...결결결혼혼혼여여여부부부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개개개념념념별별별 인인인지지지율율율
결혼여부별 수돗물정화사업 개념 인지율은 다음의 표 21과 같이 기혼 초등교사

에서 7.3%이었고,미혼 초등교사에서 12.5%이었으며 결혼여부별 수돗물소독사업
개념 인지율은 기혼 초등교사에서 11.2%이었고,미혼 초등교사에서 18.8%이었으
며 결혼여부별 치아우식증예방사업 개념 인지율은 기혼 초등교사에서 73.8%이었
고,미혼 초등교사에서 58.8%이었으며 결혼여부별 치주조직병예방사업 개념 인지
율은 기혼 초등교사에서 4.4%이었고,미혼 초등교사에서 2.5%이었고 결혼여부별
사업 개념 미인지율은 기혼 초등교사에서 3.3%이었고 미혼 초등교사에서 7.5%이
었다.

표 21.결혼여부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개념 인지율
결혼
여부

조사대상
교사수

수돗물정화 수돗물소독 치아우식증예방 치주조직병예방 사업개념미인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체 534 43 8.1 66 12.4 382 71.5 22 4.1 21 3.9
기혼 454 33 7.3 51 11.2 335 73.8 20 4.4 15 3.3

미혼 80 10 12.5 15 18.8 47 58.8 2 2.5 6 7.5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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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55...444...교교교육육육경경경력력력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개개개념념념별별별 인인인지지지율율율
교육경력별 수돗물정화사업 개념 인지율은 다음의 표 22와 같이 0-9년 교육경

력 초등교사에서 13.7%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3.2%이었으며,
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9.2%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6.3%이었다.교육경력별 수돗물소독사업 개념 인지율은 0-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
에서 16.9%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11.2%이었으며,20-29년 교육
경력 초등교사에서 12.0%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9.8%이었으며,
교육경력별 치아우식증예방사업 개념 인지율은 0-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55.6%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81.6%이었으며,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75.4%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72.7%이었다.교육
경력별 치주조직병예방사업 개념 인지율은 0-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4.8%이
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0.8%이었으며,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
에서 1.4%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9.1%이었다.교육경력별 사업
개념 미인지율은 0-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8.9%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
등교사에서 3.2%이었으며,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2.1%이었고,30년 이
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2.1%이었다.

표 22.교육경력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개념 인지율

교육경력 조사대상
교사수

수돗물정화 수돗물소독 치아우식증예방 치주조직병예방 사업개념미인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 체 534 43 8.1 66 12.4 382 71.5 22 4.1 21 3.9

0-9년 124 17 13.7 21 16.9 69 55.6 6 4.8 11 8.9

10-19년 125 4 3.2 14 11.2 102 81.6 1 0.8 4 3.2

20-29년 142 13 9.2 17 12.0 107 75.4 2 1.4 3 2.1

30년이상 143 9 6.3 14 9.8 104 72.7 13 9.1 3 2.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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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66...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효효효과과과 인인인지지지율율율
전체 조사대상 초등교사에서 다음의 표 23과 24와 25및 26과 같이 수돗물불소

농도조정사업 효과 인지율은 73.0%이었고,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효과 미인지
율은 27.0%이었다.
333...666...111...성성성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효효효과과과 인인인지지지율율율
성별 진주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효과 인지율은 다음의 표 23과 같이 남자

초등교사에서 75.2%이었고,여자 초등교사에서는 72.3%이었다.반면에,성별 수돗
물불소농도조정사업 효과 미인지율은 남자 초등교사에서 24.8%이었고,여자 초등
교사에서 27.2%이었다.

표 23.성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효과 인지율

성별 조사대상
교사수

사업 효과 인지 사업 효과 미인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체 534 390 73.0 144 27.0
남자 133 100 75.2 33 24.8
여자 401 290 72.3 111 27.7
p>0.05

333...666...222...연연연령령령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효효효과과과 인인인지지지율율율
연령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효과 인지율은 다음의 표 24와 같이 20대 초등

교사에서 65.0%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69.4%이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74.5%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77.3%이었다.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효과 미인
지율은 20대 초등교사에서 35.0%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30.6%이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25.5%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22.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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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연령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효과 인지율

연 령 층 조사대상
교사수

사업 효과 인지 사업 효과 미인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 체 534 390 73.0 144 27.0
20-29 60 39 65.0 21 35.0
30-39 144 100 69.4 44 30.6
40-49 149 111 74.5 38 25.5
50-59 181 140 77.3 41 22.7

p>0.05

333...666...333...결결결혼혼혼여여여부부부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효효효과과과 인인인지지지율율율
결혼여부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효과 인지율은 다음의 표 25와 같이 기혼

초등교사에서 74.6%이었고,미혼 초등교사에서 63.7%이었다.결혼여부별 수돗물불
소농도조정사업 효과 미인지율은 기혼 초등교사에서 25.4%이었고 미혼 초등교사
에서 36.3%이었다.

표 25.결혼여부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효과 인지율

결혼여부 조사대상
교 사 수

사업 효과 인지 사업 효과 미인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 체 534 390 73.0 144 27.0
기 혼 454 339 74.6 115 25.4
미 혼 80 51 63.7 29 36.3

p>0.05

333...666...444...교교교육육육경경경력력력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효효효과과과 인인인지지지율율율
교육경력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효과 인지율은 다음의 표 26과 같이 0-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62.1%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76.8%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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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75.4%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
에서 76.9%이었다.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효과 미인지율은 0-9년 교육경력 초
등교사에서 37.9%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23.2%이었으며,20-29
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24.6%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23.1%
이었다.

표 26.교육경력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효과 인지율

교육경력 조사대상
교사수

사업 효과 인지 사업 효과 미인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 체 534 390 73.0 144 27.0
0-9년 124 77 62.1 47 37.9
10-19년 125 96 76.8 29 23.2
20-29년 142 107 75.4 35 24.6
30년 이상 143 110 76.9 33 23.1

p<0.05

333...777...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계계계속속속수수수행행행 찬찬찬반반반율율율
전체 조사대상 초등교사에서 다음의 표 27과 28과 29및 30과 같이 수돗물불소

농도조정사업 계속수행 찬성율은 85.0%이었고,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속수행
방관율은 13.1%,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속수행 반대율은 1.9%이었다.
333...777...111...성성성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계계계속속속수수수행행행 찬찬찬반반반율율율
성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속수행 찬성율은 다음의 표 27과 같이 남자 초

등교사에서 83.5%이었고,여자 초등교사에서 85.6%이었으며,성별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 계속수행 방관율은 남자 초등교사에서 15.0%이었고,여자 초등교사에서
12.5%이었으며,성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속수행 반대율은 남자 초등교사
에서 1.5%이었고,여자 초등교사에서 1.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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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성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속수행 찬반율

성 별 조사대상
교사수

적극찬성 소극찬성 방관 소극반대 적극반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 체 534 85 15.9 369 69.1 70 13.1 9 1.7 1 0.2

남 자 133 19 14.3 92 69.2 20 15.0 2 1.5 0 0.0

여 자 401 66 16.5 277 69.1 50 12.5 7 1.7 1 0.2
p>0.05

333...777...222...연연연령령령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계계계속속속수수수행행행 찬찬찬반반반율율율
연령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속수행 찬성율은 다음의 표 28과 같이 20대

초등교사에서 81.6%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82.7%이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82.5%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90.1%이었다.연령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
속수행 방관율은 20대 초등교사에서 16.7%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16.0%이었
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14.1%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8.8%이었으며 연령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속수행 반대율은 20대 초등교사에서 1.7%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1.4%이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3.4%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1.2%이었다.

표 28.연령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속수행 찬반율

연 령 조사대상
교사수

적극찬성 소극찬성 방관 소극반대 적극반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 체 534 85 15.9 369 69.1 70 13.1 9 1.7 1 0.2
20-29 60 8 13.3 41 68.3 10 16.7 1 1.7 0 0.0
30-39 144 20 13.9 99 68.8 23 16.0 2 1.4 0 0.0
40-49 149 23 15.4 100 67.1 21 14.1 5 3.4 0 0.0
50-59 181 34 18.8 129 71.3 16 8.8 1 0.6 1 0.6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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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77...333...결결결혼혼혼여여여부부부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계계계속속속수수수행행행 찬찬찬반반반율율율
결혼여부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속수행 찬성율은 다음의 표 29와 같이

기혼 초등교사에서 86.7%이었고 미혼 초등교사에서 75.1%이었으며,결혼여부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속수행 방관율은 기혼 초등교사에서 11.0%이었고,미
혼 초등교사에서 25.0%이었으며 결혼여부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속수행 반
대율은 기혼 초등교사에서 2.2%이었다.

표 29.결혼여부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속수행 찬반율
결혼
여부

조사대상
교사수

적극찬성 소극찬성 방관 소극반대 적극반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체 534 85 15.9 369 69.1 70 13.1 9 1.7 1 0.2

기혼 454 76 16.7 318 70.0 50 11.0 9 2.0 1 0.2

미혼 80 9 11.3 51 63.8 20 25.0 0 0.0 0 0.0
p<0.05

333...777...444...교교교육육육경경경력력력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계계계속속속수수수행행행 찬찬찬반반반율율율
교육경력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속수행 찬성율은 다음의 표 30과 같이

0-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80.7%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85.6%이었으며,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83.1%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
력 초등교사에서 90.2%이었다.교육경력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속수행 방
관율은 0-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16.1%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
서 13.6%이었으며,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14.8%이었고,30년 이상 교육
경력 초등교사에서 8.4%이었다.교육경력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속수행 반
대율은 0-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3.2%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
서 0.8%이었으며,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2.1%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
력 초등교사에서 1.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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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교육경력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속수행 찬반율

교육경력 조사대상교사수
적극찬성 소극찬성 방관 소극반대 적극반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 체 534 85 15.9 369 69.1 70 13.1 9 1.7 1 0.2

0-9년 124 13 10.5 87 70.2 20 16.1 4 3.2 0 0.0

10-19년 125 25 20.0 82 65.6 17 13.6 1 0.8 0 0.0

20-29년 142 19 13.4 99 69.7 21 14.8 3 2.1 0 0.0
30년이상 143 28 19.6 101 70.6 12 8.4 1 0.7 1 0.7
p>0.05

333...888...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안안안전전전성성성 인인인지지지율율율
전체 조사대상 초등교사에서 다음의 표 31과 32와 33및 34와 같이 수돗물불소

농도조정사업 안전성 인지율은 77.0%이었고,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안전성 미
인지율은 23.0%이었다.
333...888...111...성성성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안안안전전전성성성 인인인지지지율율율
성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안전성 인지율은 다음의 표 31과 같이 남자 초등

교사에서 79.7%이었고,여자 초등교사에서는 76.1%이었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
업 안전성 미인지율은 남자 초등교사에서 20.3%이었고 여자 초등교사에서 23.9%
이었다.

표 31.성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안전성 인지율

성별 조사대상
교사수

사업 안전성 인지 사업 안전성 미인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체 534 411 77.0 123 23.0
남자 133 106 79.7 27 20.3
여자 401 305 76.1 96 23.9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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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88...222...연연연령령령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안안안전전전성성성 인인인지지지율율율
연령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안전성 인지율은 다음의 표 32와 같이 20대 초

등교사에서 68.3%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74.3%이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73.2%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85.0%이었다.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안전성 미
인지율은 20대 초등교사에서 31.7%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25.7%이었으며,40
대 초등교사에서 26.8%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14.9%이었다.

표 32.연령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안전성 인지율
연 령 층 조사대상

교사수
사업 안전성 인지 사업 안전성 미인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 체 534 411 77.0 123 23.0
20-29 60 41 68.3 19 31.7
30-39 144 107 74.3 37 25.7
40-49 149 109 73.2 40 26.8
50-59 181 154 85.0 27 14.9

p>0.05
 

333...888...333...결결결혼혼혼여여여부부부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안안안전전전성성성 인인인지지지율율율
결혼여부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안전성 인지율은 다음의 표 33과 같이 기

혼 초등교사에서 78.4%이었고,미혼 초등교사에서 68.8%이었다.수돗물불소농도조
정사업 안전성 미인지율은 기혼 초등교사에서 21.6%이었고,미혼 초등교사에서
31.3%이었다.

표 33.결혼여부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안전성 인지율
결혼여부 조사대상

교사수
사업 안전성 인지 사업 안전성 미인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체 534 411 77.0 123 23.0
기혼 454 356 78.4 98 21.6
미혼 80 55 68.8 25 31.3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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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88...444...교교교육육육경경경력력력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안안안전전전성성성 인인인지지지율율율
교육경력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안전성인지율은 다음의 표 34와 같이 0-9

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67.8%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75.2%이
었으며,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80.3%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
사에서 83.2%이었다.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안전성 미인지율은 0-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32.2%이었고, 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24.8%이었으며,
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19.7%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16.8%이었다.

표 34.교육경력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안전성 인지율

교육경력 조사대상
교 사 수

사업 안전성 인지 사업 안전성 미인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 체 534 411 77.0 123 23.0
0-9년 124 84 67.8 40 32.2
10-19년 125 94 75.2 31 24.8
20-29년 142 114 80.3 28 19.7
30년 이상 143 119 83.2 24 16.8
p>0.05

333...999...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여여여부부부 결결결정정정방방방법법법별별별 찬찬찬성성성율율율
전체 조사대상 초등교사에서 다음의 표 35와 36과 37및 38과 같이 시민투표결

정방법 찬성율은 11.8%이었고,전문가결정방법 찬성율은 43.8%이었으며,시장결정
방법 찬성율은 5.4%이었고,중앙정부결정방법 찬성율은 7.9%이었으며 방관율은
31.1%이었다.
333...999...111...성성성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여여여부부부 결결결정정정방방방법법법별별별 찬찬찬성성성율율율
성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여부 결정방법별 찬성율은 다음의 표 35와

같이 시민투표결정방법 찬성율이 남자 초등교사에서 18.8%이었고,여자 초등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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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9.5%이었으며,전문가결정방법 찬성율은 남자 초등교사에서 39.1%이었고,여
자 초등교사에서 45.4%이었으며,시장결정방법 찬성율은 남자 초등교사에서 8.3%
이었고,여자 초등교사에서 4.5%이었으며,중앙정부결정방법 찬성율은 남자 초등
교사에서 8.3%이었고,여자 초등교사에서 7.7%이었다.방관율은 남자 초등교사에
서 25.6%이었고,여자 초등교사에서 32.9%이었다.

표 35.성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여부 결정방법

성별 조사대상교사수
시민투표결정 전문가결정 시장결정 중앙정부결정 방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체 534 63 11.8 234 43.8 29 5.4 42 7.9 166 31.1
남자 133 25 18.8 52 39.1 11 8.3 11 8.3 34 25.6
여자 401 38 9.5 182 45.4 18 4.5 31 7.7 132 32.9
p<0.05

333...999...222...연연연령령령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여여여부부부 결결결정정정방방방법법법별별별 찬찬찬성성성율율율
연령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여부 결정방법별 찬성율은 다음의 표 36과

같이 시민투표결정방법 찬성율이 20대 초등교사에서 16.7%이었고,30대 초등교사
에서 11.8%이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13.4%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8.8%이
었으며 전문가결정방법 찬성율은 20대 초등교사에서 36.7%이었고,30대 초등교사
에서 43.1%이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35.6%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53.6%
이었으며 시장결정방법 찬성율은 20대 초등교사에서 3.3%이었고,30대 초등교사
에서 9.7%이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4.0%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3.9%이었
다.중앙정부결정방법 찬성율은 20대 초등교사에서 20.0%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
서 6.3%이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9.4%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3.9%이었다.
방관율은 20대 초등교사에서 23.3%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29.2%이었으며,40
대 초등교사에서 37.6%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29.8%이었다.



- 32 -

표 36.연령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여부 결정방법

연 령 조사대상
교사수

시민투표결정 전문가결정 시장결정 중앙정부결정 방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 체 534 63 11.8 234 43.8 29 5.4 42 7.9 166 31.1
20-29 60 10 16.7 22 36.7 2 3.3 12 20.0 14 23.3
30-39 144 17 11.8 62 43.1 14 9.7 9 6.3 42 29.2
40-49 149 20 13.4 53 35.6 6 4.0 14 9.4 56 37.6

50-59 181 16 8.8 97 53.6 7 3.9 7 3.9 54 29.8
p<0.05

333...999...333...결결결혼혼혼여여여부부부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여여여부부부 결결결정정정방방방법법법별별별 찬찬찬성성성율율율
결혼여부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여부 결정방법별 찬성율은 다음의 표

37과 같이 시민투표결정방법 찬성율이 기혼 초등교사에서 11.0%이었고,미혼 초
등교사에서 16.3%이었으며,전문가결정방법 찬성율은 기혼 초등교사에서 45.4%이
었고,미혼 초등교사에서 35.0%이었으며,시장결정방법 찬성율은 기혼 초등교사에
서 5.1%이었고,미혼 초등교사에서 7.5%이었으며,중앙정부결정방법 찬성율은 기
혼 초등교사에서 7.0%이었고,미혼 초등교사에서 12.5%이었다.방관율은 기혼 초
등교사에서 31.5%이었고,미혼 초등교사에서 28.8%이었다.

표 37.결혼여부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여부 결정방법
결혼
여부

조사대상
교사수

시민투표결정 전문가결정 시장결정 중앙정부결정 방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체 534 63 11.8 234 43.8 29 5.4 42 7.9 166 31.1
기혼 454 50 11.0 206 45.4 23 5.1 32 7.0 143 31.5

미혼 80 13 16.3 28 35.0 6 7.5 10 12.5 23 28.8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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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99...444...교교교육육육경경경력력력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여여여부부부 결결결정정정방방방법법법별별별 찬찬찬성성성율율율
교육경력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여부 결정방법별 찬성율은 다음의 표

38과 같이 시민투표결정방법 찬성율이 0-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14.5%이었
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12.0%이었으며,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
서 12.7%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8.4%이었다.전문가결정방법
찬성율은 0-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33.9%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
에서 43.2%이었으며,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42.3%이었고,30년 이상 교
육경력 초등교사에서 54.5%이었다.시장결정방법 찬성율은 0-9년 교육경력 초등
교사에서 7.3%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8.0%이었으며,20-29년 교
육경력 초등교사에서 2.8%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4.2%이었다.
중앙정부결정방법 찬성율은 0-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12.9%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8.8%이었으며,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7.0%이었
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3.5%이었다.방관율은 0-9년 교육경력 초등
교사에서 31.5%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28.0%이었으며,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35.2%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29.4%이
었다.

표 38.교육경력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여부 결정방법

교육경력 조사대상교사수
시민투표결정 전문가결정 시장결정 중앙정부결정 방관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 체 534 63 11.8 234 43.8 29 5.4 42 7.9 166 31.1
0-9년 124 18 14.5 42 33.9 9 7.3 16 12.9 39 31.5
10-19년 125 15 12.0 54 43.2 10 8.0 11 8.8 35 28.0
20-29년 142 18 12.7 60 42.3 4 2.8 10 7.0 50 35.2

30년이상 143 12 8.4 78 54.5 6 4.2 5 3.5 42 29.4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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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000...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관관관리리리방방방법법법별별별 찬찬찬성성성율율율
전체 조사대상 초등교사에서 다음의 표 39와 40과 41및 42와 같이 수돗물불소

농도조정사업 관리방법별 찬성율은 정수기사전담관리방법 찬성율이 5.1%이었고
정수기사보건공무원공동관리방법 찬성율이 60.9%이었으며,일반시민공무원공동관
리방법 찬성율이 24.9%이었고,전문학술단체관리방법 찬성율이 9.1%이었다.
333...111000...111...성성성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관관관리리리방방방법법법별별별 찬찬찬성성성율율율
성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리방법별 찬성율은 다음의 표 39와 같이 정수

기사전담관리방법 찬성율이 남자 초등교사에서 5.2%이었고,여자 초등교사에서
5.1%이었으며, 정수기사보건공무원공동관리방법 찬성율은 남자 초등교사에서
51.1%이었고,여자 초등교사에서 64.5%이었으며,일반시민공무원공동관리방법 찬
성율은 남자 초등교사에서 33.3%이었고,여자 초등교사에서 21.5%이었으며,전문
학술단체관리방법 찬성율이 남자 초등교사에서 10.3%이었고,여자 초등교사에서
8.7%이었다.

표 39.성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리방법 (복수응답)

성별 조사대상교사수
정수기사전담 정수기사+보건공무원 일반시민+공무원 전문학술단체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체 534 33 6.2 394 73.8 161 30.1 59 11.0
남자 133 9 6.8 89 66.9 58 43.6 18 13.5
여자 401 24 6.0 305 76.1 103 25.7 41 10.2

333...111000...222...연연연령령령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관관관리리리방방방법법법별별별 찬찬찬성성성율율율
연령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리방법별 찬성율은 다음의 표 40과 같이 정

수기사전담관리방법 찬성율이 30대 초등교사에서 4.6%이었고 40대 초등교사에서
6.2%이었으며 50대 초등교사에서 6.4%이었고 정수기사보건공무원공동관리방법 찬
성율은 20대 초등교사에서 73.3%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52.3%이었으며,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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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에서 62.4%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62.3%이었으며 일반시민공무원공
동관리방법 찬성율은 20대 초등교사에서 17.3%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34.5%
이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26.4%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18.6%이었다.전문
학술단체관리방법 찬성율은 20대 초등교사에서 9.3%이었고,30대 초등교사에서
8.6%이었으며,40대 초등교사에서 5.1%이었고,50대 초등교사에서 12.7%이었다.

표 40.연령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리방법 (복수응답)

연 령 조사대상
교사수

정수기사전담 정수기사+보건공무원 일반시민+공무원 전문학술단체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 체 534 33 6.2 394 73.8 161 30.1 59 11.0
20-29 60 0 0.0 55 91.7 13 21.7 7 11.7
30-39 144 8 5.6 91 63.2 60 41.7 15 10.4
40-49 149 11 7.4 111 74.5 47 31.5 9 6.0
50-59 181 14 7.7 137 75.7 41 22.7 28 15.5

333...111000...333...결결결혼혼혼여여여부부부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관관관리리리방방방법법법별별별 찬찬찬성성성율율율
결혼여부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리방법별 찬성율은 다음의 표 41과 같이

정수기사전담관리방법 찬성율이 기혼 초등교사에서 6.0%이었고 정수기사보건공무
원공동관리방법 찬성율은 기혼 초등교사에서 59.4%이었고,미혼 초등교사에서
69.9%이었으며,일반시민공무원공동관리방법 찬성율은 기혼 초등교사에서 25.1%
이었고,미혼 초등교사에서 23.7%이었으며,전문학술단체관리방법 찬성율은 기혼
초등교사에서 9.6%이었고,미혼 초등교사에서 6.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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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결혼여부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리방법 (복수응답)
결혼
여부

조사대상
교사수

정수기사전담 정수기사+보건공무원 일반시민+공무원 전문학술단체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체 534 33 6.2 394 73.8 161 30.1 59 11.0
기혼 454 33 7.3 329 72.5 139 30.6 53 11.7
미혼 80 0 0.0 65 81.3 22 27.5 6 7.5

333...111000...444...교교교육육육경경경력력력별별별 수수수돗돗돗물물물불불불소소소농농농도도도조조조정정정사사사업업업 관관관리리리방방방법법법별별별 찬찬찬성성성율율율
교육경력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리방법별 찬성율은 다음의 표 42와 같이

정수기사전담관리방법 찬성율이 0-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1.3%이었고,10-19
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7.1%이었으며,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5.3%이
었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6.4%이었다.정수기사보건공무원공동관리
방법 찬성율은 0-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68.0%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
등교사에서 51.0%이었으며,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62.6%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62.0%이었다.일반시민공무원공동관리방법 찬성율은
0-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23.3%이었고,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33.5%이었으며,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24.0%이었고,30년 이상 교육경
력 초등교사에서 19.3%이었다.
전문학술단체관리방법 찬성율은 0-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7.3%이었고,10-19
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8.4%이었으며,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8.2%이
었고,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12.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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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교육경력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리방법 (복수응답)

교육경력 조사대상교사수
정수기사전담 정수기사+보건공무원 일반시민+공무원 전문학술단체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전 체 534 33 6.2 394 73.8 161 30.1 59 11.0
0-9년 124 2 1.6 102 82.3 35 28.2 11 8.9
10-19년 125 11 8.8 79 63.2 52 41.6 13 10.4
20-29년 142 9 6.3 107 75.4 41 28.9 14 9.9
30년이상 143 11 7.7 106 74.1 33 23.1 21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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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총괄 및 고안

우리나라는 사회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음식문화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과도한 당류 및 가공식품의 섭취로 치아우식증이 급격히 증가되었다23).치
아우식증은 국민들의 치아수명을 단축시키는 주된 질병으로24)치아우식증을 예방
하여 건강한 치아를 보존하는 것이 구강건강관리에서 핵심적인 구강보건행위라
할 수 있다25).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치면세균막관리,불소이용,
치면열구전색 및 식이조절의 4단 치아우식법이 개발 활용되고 있으나26)이중 불
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불소를 이용한 예방법 중에서도 자연불소
수준을 상향 조정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가장 성공적인 구강보건사업이다8).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운동단체를 비롯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불화된 수돗물 음
용이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잘못된 논리가 유포되고 있어 수돗물불
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정당한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확대 발전에 방애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15).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역사회 치의사들은 수돗물불소농
도조정사업의 안전성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교육 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사업에 대한 효과와 주민의 반응
을 계속적으로 평가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건실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저자는 초등학교 아동들의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관리습관형성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인지도에 관한 설
문조사를 시행하여 분석 검토하였다.
진주시 초등교사의 가정불여과수돗물식음율은 41.6%이고 가정여과수돗물식음율

은 46.6%이었다.경남 진주시를 대상으로 한 김 등19)의 연구에서 식음수로 가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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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수돗물을 음용하는 시민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 66.7%이었고,가정여
과수돗물을 음용하는 시민은 12.3%이었다고 보고하였고,박과 마27)는 1998년 강원
도 강릉시의 시민 중 가정불여과수돗물을 음용하는 시민은 69.4%이었고,가정여
과수돗물을 음용하는 시민은 15.0%이었다고 보고하였으며,이 등28)은 순천지역학
부모들의 식음수 종류는 가정불여과수돗물(끓인 수돗물)이 68.2%,가정여과수돗물
이 7.0%이었다고 보고하였다.공 등21)은 가정불여과수돗물을 음용하는 가정은
52.6%이었고,배달수를 음용하는 가정은 40.5%이었다고 보고하였고,김 등29)은 김
해시 시민의 식음수로 가정불여과수돗물이 1998년에는 35.5%,2000년에는 52.6%
이었고,가정여과수돗물이 1998년에는 15.8%,2000년에는 21.3%이었다고 보고하였
다.진주시 초등교사의 가정여과수돗물 음용율이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
나 약간 높게 나타난 것은 진주시 초등교사들의 비율이 남자보다 여자,미혼보다
는 기혼의 비율이 높아 여자들의 취업으로 인한 시간적 여유의 감소와 대중매체
를 통한 구매 식음수 등의 홍보로 가정여과수돗물의 음용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
된다(표 43).
치아우식증 예방목적을 본다면 모든 가정에서 수돗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 진주시는 수돗물불소농도조
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다른 물을 먹는 것보다 수돗물을 먹는 것이 필요하다
는 교육목표를 설정해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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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식음수별 식음율 비교 단위 :%
연 구 자 조사년도 조사대상지역 조사대상 가정불여과수돗물 가정여과수돗물
본 논 문 2005년 진주시 초등학교교사 41.6 46.6
공인수 등21) 2002년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 52.6 40.5
정진환 등30) 2002년 충북 충주시 충주시민 78.4 15.2
임선아 등31) 2002년 전국 치위생과 학생 48.4 18.8
김진범 등19) 2000년 진주시 학부모 65.5 26.0
김동현 등29) 2000년 김해시 김해시민 52.6 21.3
김진범 등19) 1999년 진주시 학부모 57.5 22.2
김진범 등19) 1998년 진주시 학부모 72.7 16.9
김동현 등29) 1998년 김해시 김해시민 35.5 15.8
이충섭 등28) 1998년 순천시 학부모 68.2 7.0
박덕영 등27) 1998년 강릉시 학부모 69.4 15.0
김진범 등19) 1997년 진주시 학부모 68.6 19.2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인지율을 조사한 연구에서 경
기도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한 문 등32)의 연구에서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
행인지율이 41.6%이었고,강원도 강릉시를 대상으로 한 박과 마27)의 연구에서는
47.9%,경남 진주시를 대상으로 한 김 등19)의 연구에서는 58.7%,순천지역을 대상
으로 한 이 등28)의 연구에서는 49%이었다.일반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인지율을 조사한 이 등20)의 연구에서는 수돗물불소농도조
정사업 수행인지율이 일반시민과 공직자에서 각각 44.2%와 99.6%이었다.그 밖에
공공 상수도 공급의 50%가 불소화 되어있었던 메사추세츠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
한 Jane등33)의 연구에서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인지율이 40%정도로 보
고되었다.본 연구에서 진주시 초등교사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인지율은
70.0%로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표 44).그러
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인지율이 높아지도록 유
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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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인지율 비교
연구자 조사년도 조사대상지역 조사대상 백분율(%)
본논문 2005년 진주시 초등학교 교사 70.0
장재연 등34) 2001년 서울시 서울시민 71.1
김진범 등19) 2000년 진주시 학부모 58.7
김동현 등29) 2000년 김해시 김해시민 48.4
김진범 등19) 1999년 진주시 학부모 32.2
김진범 등19) 1998년 진주시 학부모 64.3
김동현 등29) 1998년 김해시 김해시민 21.9
이충섭 등20) 1998년 전국 일반시민

공직자
44.1
99.6

박덕영 등27) 1998년 강릉시민 학부모 47.9
문혁수 등32) 1998년 경기도 남양주시 남영주시 시민 41.6
이충섭 등28) 1998년 순천시 학부모 39.0
김진범 등19) 1997년 진주시 학부모 23.5
윤영호35) 1997년 서울시 서울시민 54.9

학부모를 대상으로 경유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사실인지율을 조사한
연구에서 경기도 과천시를 대상으로 한 문 등36)의 연구에서 경유별 수돗물불소농
도조정사업 수행사실인지율은 TV 등 대중매체가 41.7%로 보고되었으며,강릉시
를 대상으로 한 박과 마27)의 연구에서 경유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사실
인지율은 TV 등 대중매체가 64.6%,순천시를 대상으로 한 이 등28)의 연구에서 경
유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사실인지율은 대중매체가 49.6%,진주시를 대
상으로 한 김 등19)의 연구에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경유별 수돗물불소농도조
정사업 수행사실인지율은 대중매체가 67.6%로 조사되었다.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윤35)의 연구에서 경유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사실인지율은 대중매체
가 75.7%이었다.그 밖에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 등31)의 연구에서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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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사실인지율은 대중매체가 45%이었다.Jane등33)

은 메사추세츠 주민들이 주로 치의원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수행을 인지하
였다고 보고하였으며,Isman37)은 54.4%의 포틀랜드 주민들이 신문이나 TV를 통
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을 인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본 연구에서 진주시
조사대상초등교사의 경유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사실인지율은 대중매체
가 31.7%로 나타나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대중매체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사업 인지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기타 의견으로 보건교사,관련 책
자,정수장 방문,수자원공사 견학 등의 교육을 통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표 45).그러나 보건소ㆍ치
과의원경유 사업수행사실 인지교사율이 7.1%로 치의사,구강위생사의 구강보건지
도 활동이 부실한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보건소나 치과의원에서 구강보건지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정부는 치의사와
구강위생사의 보수교육과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표 45.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사실인지 동기율 비교
연구자 조사년도 조사대상지역 조사대상 대중매체(%)
본논문 2005년 진주시 초등학교 교사 24.0
임선아 등31) 2002년 전국 치위생과 학생 45.0
김진범 등19) 2000년 진주시 진주시민 73.9
김진범 등19) 1999년 진주시 진주시민 72.4
김진범 등19) 1998년 진주시 진주시민 79.7
박덕영 등27) 1998년 강릉시민 초등학교 학부모 64.6
이충섭 등28) 1998년 순천시 초등학교 학부모 70.3
김진범 등19) 1997년 진주시 진주시민 62.2
윤영호35) 1997년 서울시 서울시민 75.7
문혁수 등36) 1996년 경기도 과천시 초등학교 학부모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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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를 대상으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찬반율을 조사한 연구에서 순
천시를 대상으로 한 이 등28)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찬성율이 74.9%이었
다고 보고하였으며,진주시를 대상으로 한 김 등19)은 2000년 조사에서 수돗물불소
농도조정사업 수행찬성율이 70.0%이었다고 보고하였다.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수
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찬반율을 조사한 윤35)과 장 등34)의 연구에서 조사대상
자의 찬성율은 각각 58.5%와 48.3%로 보고되었다.강남구민을 대상으로 수돗물불
소농도조정사업 수행찬반율을 조사한 공 등21)은 조사대상자의 찬성율이 48.5%이
었다고 보고하였다.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 등31)은 조사대상자의 87.9%
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수행에 찬성한다고 보고하였다.Jane등33)은 메사추세
츠 주민 60%가 지역상수도불소화에 찬성한다고 보고하였다.본 연구에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수행에 대한 진주시 조사대상 초등교사들은 찬성의견이 66.1%이
었으며,“잘 모르겠다”32.2%,반대의견이 1.7%이었다.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에 대해 찬성하지만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대상자
비율 또한 32.2% 정도로 높게 조사되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목적과 안전
성,우식증 예방효과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찬회나,학부모를 위
한 설명회,학교구강보건실 설치 등 좀더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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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 찬성율 비교
연구자 조사년도 조사대상지역 조사대상 수행찬성율(%)
본논문 2005년 진주시 초등학교 교사 66.1
이춘화 등38) 2005년 전주시 학부모 47.6
양준영 등39) 2003년 서울 종로구 종로구민 92.0
김광수 등40) 2003년 서울 성북구 성북구민 91.4
신동근 등22) 2002년 전국 시민사회단체구성원 48.5
공인수 등21) 2002년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 84.1
임선아 등31) 2002년 전국 치위생과 학생 87.9
장재연 등34) 2001년 서울시 서울시민 48.2
김진범 등19) 2000년 진주시 학부모 70.0
김진범 등19) 1999년 진주시 학부모 49.8
이충섭 등28) 1998년 순천시 학부모 74.9
윤영호35) 1997년 서울시 서울시민 58.5

경기도 남양주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 등32)의 연구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
정사업 개념별인지율은 치아우식증 예방이 68.5%이었다.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수
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개념별인지율을 조사한 윤35)과 장 등34)의 연구에서 개념별
인지율은 치아우식증 예방이 각각 75.4%와 60.4%로 보고되었다.수돗물불소화사
업 실시 및 예정지역과 미실시 지역의 일반주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돗물불소
농도조정사업 개념별인지율을 조사한 이 등20)의 연구에서 개념별인지율은 치아우
식증 예방이 일반주민과 공직자에서 각각 32.0%와 95.99%이었다.메사추세츠 주
민을 대상으로 한 Jane 등33)의 연구에서는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가
76.0% 이었고,포틀랜드 주민을 대상으로 한 Isman37)의 연구에서는 치아우식증
예방이 76.0%이었다.그 밖에 1997년 Galluporganization37)의 조사에서는 4명 중
3명(71%)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본 연구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개념별인지율은 치아우식증 예
방이 71.5%로 나타나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약간 높았다(표 47).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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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8년째 접어들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30대,
40대,50대 초등학교 교사들의 치아우식 예방효과 인지율은 높았으나,20대 초등
학교 교사의 치아우식 예방효과 인지율은 낮았다.20대 초등학교 교사들의 치아우
식 예방효과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설명회나 연찬회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치
아우식증 예방 인지율을 높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7.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개념별 인지율 비교
연구자 조사년도 조사대상지역 조사대상 치아우식증예방(%)
본논문 2005년 진주시 초등학교 교사 71.5
이춘화 등38) 2005년 전주시 학부모 63.7
장재연 등34) 2001년 서울시 서울시민 60.4
김진범 등19) 2000년 진주시 진주시민 77.0
김진범 등19) 1999년 진주시 학부모 58.2
이충섭 등20) 1998년 전국 일반주민

공직자
35.5
98.4

문혁수 등32) 1998년 남양주시 남양주시 시민 68.5
윤영호35) 1997년 서울시 서울시민 64.9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치아우식예방 효과 인지율은 강
원도 강릉시를 대상으로 한 박과 마27)의 연구에서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치
아우식예방 효과 인지율은 56.8%이었다.강남구민을 대상으로 수돗물불소농도조
정사업 치아우식예방 효과 인지율을 조사한 공 등21)의 연구에서는 치아우식예방
효과 인지율이 56.3%이었다고 보고하였고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신 등22)의
연구에서는 치아우식예방 효과 인지율이 36.4%이었다고 보고하였다.치위생과 학
생을 대상으로 한 임 등31)의 연구에서는 81.0%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치아우
식예방 효과를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전북대학교 병원 내원환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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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백 등41)의 연구에서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치아우식예방 효과 인지율
이 77.3%이었다.본 연구에서 진주시 초등교사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우식예
방효과 인지율은 73.0%이었으나 우식예방효과 인지율이 100%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표 48).    

표 48.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효과 인지율 비교
연구자 조사년도 조사대상지역 조사대상 우식예방효과인지율(%)
본논문 2005년 진주시 초등학교 교사 73.0
양준영 등39) 2003년 서울 종로구 종로구민 43.4
김광수 등40) 2003년 서울 성북구 성북구민 46.5
공인수 등21) 2002년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 56.3
임선아 등31) 2002년 전국 치위생과 학생 81.0
신동근 등22) 2000년 전국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36.4
김진범 등19) 2000년 진주시 학부모 74.2
김진범 등19) 1999년 진주시 학부모 77.8
김진범 등19) 1998년 진주시 학부모 79.0
박덕영 등27) 1998년 강릉시 학부모 56.8
김진범 등19) 1998년 진주시 학부모 63.7

경기도 남양주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 등32)의 연구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
정사업 계속수행찬성율은 75.8%이었고,강원도 강릉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박과
마27)의 연구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속수행찬성율은 56.8%이었다.김해시
민을 대상으로 한 김 등29)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속수행찬성율이 사업실시
직전해인 1998년에는 72.7%,사업실시 1년 후인 2000년 평가에서는 74.2%이었다
고 보고하였다.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실시지역의 일반주민과 공직자를 대상으
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속수행찬성율을 조사한 이 등20)의 연구에서 계속수
행찬성율은 각각 60.18%와 80.47%이었다.본 연구에서 진주시 초등교사의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계속수행찬성율은 85.0%로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표 49).그러나 진주시 초등교사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속수행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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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율이 적극찬성자가 많아지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49.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속수행 찬성율 비교
연구자 조사년도 조사대상지역 조사대상 계속수행찬성율(%)
본논문 2005년 진주시 초등학교 교사 85.0
김진범 등19) 2000년 진주시 학부모 77.5
김동현 등29) 2000년 김해시 김해시민 74.2
김진범 등19) 1999년 진주시 학부모 72.3
김진범 등19) 1998년 진주시 학부모 84.1
김동현 등29) 1998년 김해시 김해시민 72.7
박덕영 등27) 1998년 강릉시 학부모 56.8
문혁수 등32) 1998년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시민 75.8
이충섭 등20) 1998년 전국 일반주민

공직자
60.1
80.4

김진범 등19) 1997년 진주시 학부모 85.1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안전성인지율을 조사한 연구에서
경기도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한 문 등32)의 연구에서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안전성인지율은 65.0%이었고,강원도 강릉시를 대상으로 한 박과 마27)의 연구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안전성인지율은 52.1%,경남 진주시를 대상으로 한 김
등19)의 연구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안전성인지율은 62.5%이었다.강남구민
을 대상으로 한 공 등21)의 연구에서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안전성인지율이
28.3%이었다.본 연구에서 진주시 초등교사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안전성인
지율은 77.0%로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었다(표 50).그러나 수돗물불
소농도조정사업의 안전성을 확실히 알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안전성인지교사
율을 100%로 안전성미인지교사율을 0%로 만들 수 있는 일관된 교육이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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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0.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안전성 인지율 비교
연구자 조사년도 조사대상지역 조사대상 안전성인지율(%)
본논문 2005년 진주시 초등학교 교사 76.9
양준영 등39) 2003년 서울 종로구 종로구민 31.8
김광수 등40) 2003년 서울 성북구 성북구민 36.6
공인수 등21) 2002년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 39.7
신동근 등22) 2000년 전국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28.3
김진범 등19) 2000년 진주시 학부모 62.5
김동현 등29) 2000년 김해시 김해시민 66.2
김진범 등19) 1999년 진주시 학부모 46.5
김진범 등19) 1998년 진주시 학부모 66.5
김동현 등29) 1998년 김해시 김해시민 59.6
문혁수 등32) 1998년 남양주시 남양주시 시민 65.0
박덕영 등27) 1998년 강릉시 초등학교 학부모 52.1
김진범 등19) 1997년 진주시 학부모 50.0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여부결정방법별 찬성율을 조사
한 연구에서 경남 진주시를 대상으로 한 김 등19)의 연구에서 보건복지부결정이
1997년에는 20.6%,1998년에는 42.6%이었고,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윤35)의
연구에서는 시민투표결정이 61.6%이었고,장 등34)의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결정이
52.8%로 보고되었다.그 밖에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신 등22)의 연구에서는
시민투표결정이 42.0%이었다.본 연구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수행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문가결정방법 항목이 선호되었다(표 51).그러나 중앙정부결
정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정당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초등학교 교사에
게 알려주고 기타 국민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중앙정부결
정법은 전국의 공중구강보건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방법으로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 수행여부결정방법은 중앙정부결정법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인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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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리방법별 찬성율을 조사한 연구
에서 경남 진주시를 대상으로 한 김 등19)의 연구에서 일반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관리한다가 1997년에는 50.9%,1998년에는 50.1%이었다.본 연구에서는 수도ㆍ보
건담당공무원이 함께 담당한다가 60.9%이었다(표 52).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
리방법별찬성율은 정수기사,보건공무원이 함께 담당한다가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인지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표 52.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리방법별 찬성율 비교
연구자 조사년도 조사대상지역 조사대상 관리방법별 찬성율 백분율
본논문 2005년 진주시 초등교사 일반시민과 공무원

수도ㆍ보건공무원이함께담당
24.9
60.9

김진범등19) 1998년 진주시 학부모 일반시민과 공무원
수도ㆍ보건공무원이함께담당

50.1
38.1

김진범등19) 1997년 진주시 학부모 일반시민과 공무원
수도ㆍ보건공무원이함께담당

50.9
32.7

총괄적으로 보아 조사대상 초등교사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인지율,수
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치아우식예방효과 인지율,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속수
행 찬성율,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안전성 인지율 등은 다른 시와 비교해 상당히

표51.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수행여부결정방법별찬성율비교
연구자 조사년도 조사대상지역 조사대상 수행여부결정방법 백분율
본논문 2005년 진주시 초등교사 전문가결정 43.8
신동근 등22) 2000년 전국 시민사회단체구성원 시민투표결정 42.0
장재연 등34) 2000년 서울특별시 75개의 동 서울시민 보건복지부결정 52.8
김진범 등19) 1998년 진주시 학부모 보건복지부결정 42.6
김진범 등19) 1997년 진주시 학부모 보건복지부결정 20.6
윤영호35) 1997년 서울특별시 서울시민 시민투표결정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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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으로 검토되었다.이는 진주시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8년째 지속
됨과 동시에 초등교사들이 기타 보건교사,관련 책자,정수장 방문,수자원 공사
견학 등의 교육을 통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그러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곡해하는 일부 사람들이
매스컴을 이용하여 반복 선전함으로써 아직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초등
교사들에게 설명회나 연찬회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이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치아우식예방 사업인 동시에 공평하고 경제적이며 안전
한 치아우식예방사업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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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유포는 사업의 확대 발전에 커
다란 방애요인으로 다양한 교육,홍보를 통해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유도하여 수
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건실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이처럼 대중들의
지지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수돗물불소농도조
정사업과 관련된 인식의 연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저자는 수돗물불소농

도조정사업의 지지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아동들의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관리습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초등학교 교사 

1,066명 중 534명을 단순임의표본추출하여 설문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조사대상초등교사의 가정불여과수돗물식음율은 41.6%이고,가정여과수돗물식음율은
46.6%이었다.
2.사업수행인지율은 70.0%이었고 수행인지경로는 대중매체가 31.7%이었다.
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행찬성율은 66.1%이었으며,개념별 인지여부는 ‘치아
우식증 예방’이 71.5%이었고,사업효과 인지율은 73.0%이었다.
4.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속수행 찬성율은 85.0%이었고,안전성인지율은 76.9%이었다.
5.수행여부결정법은 전문가결정법 찬성교사가 43.8%이었고,관리방법별 찬성율은
정수기사보건공무원공동관리법이 60.9%이었다.

 

  조사대상초등교사들은 보건교사, 관련 책자, 정수장 방문, 수자원공사 견학 등

의 교육을 통해 관급수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사료되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조사대상초등교사들에게 지속적인 교

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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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지도 조사연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진주시에서는 초등학생을 비롯한 시민의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하여 치아
수명을 연장시켜서,구강건강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설치,수돗물 불소농도를
적정농도로 조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음용하게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하
여 국민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진주시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학교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좋은 결과
가 나올 수 있도록 다음의 설문지에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5.19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구강보건학 전공

문 선 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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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1.선생님의 성별 : (남 ,여 )

2.선생님의 연령 :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3.선생님의 결혼 유무 : (미혼 ,기혼)

4.선생님의 근무 경력 : ① 1～9년 ② 10～19년 ③ 20～29년

④ 30～39년 ⑤ 40년 이상

1.선생님의 가정에서 마시는 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수돗물-끓인수돗물포함( ) ② 정수한 수돗물( ) ③ 약수,샘물( )
④ 판매하는 생수( ) ⑤ 수돗물과 구매한 생수( )
⑥ 수돗물과 정수한 수돗물( )
2.진주시에서 적당량의 불소를 수돗물에 공급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③ 잘 모르겠다( )
3.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① 신문( ) ② TV,라디오( ) ③ 반상회,이웃사람( )
④ 시청홍보자료( ) ⑤ 보건소( ) ⑥ 시민단체( )
⑦ 치과의원( ) ⑧ 잘 모르겠다( ) ⑨ 기타
4.진주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잘한 일이다( ) ② 잘한 일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아주 잘 못한 일이다( ) ⑤ 잘 못한 일이다( )
5.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수돗물 정화( ) ② 수돗물 소독( ) ③ 충치예방( )
④ 풍치(잇몸병)예방( ) ⑤ 잘 모르겠다( )
6.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한 수돗물을 먹고 마시면 치아에 생기는 우식증
(충치)의 절반 정도가 예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③ 잘 모르겠다( )
7.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어떤 절차과정에 의해 시행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시민들의 찬반투표로 ( ) ②구강보건전문가의판단으로( ) ③시장의판단으로( )
④ 보건복지부장관의판단 ( ) ⑤ 잘 모르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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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구강보건전문가들은 진주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충치예방효과가 있다고 합니다.구강보건전문가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옳다( ) ② 옳은 것 같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틀린 것 같다( ) ⑤ 완전히 틀렸다( )
9.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사업이 안전하다는 구강보건전문가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옳다( ) ② 옳은 것 같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틀린 것 같다( ) ⑤ 완전히 틀렸다( )
10.진주시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이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① 수도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일임한다.( )
② 수도사업담당 공무원과 보건사업담당 공무원이 함께 담당한다.( )
③ 일반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관리한다.( )
④ 진주시 외부의 전문학술 단체에 일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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