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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utilizationandawarenessof
dentalhygienistofpitandfissuresealingwork

Jeong,Soon-ok.R.D.H
Advisor:Prof.Kim,Dong-Kie.D.D.S.,M.S.D.,Ph.D.
DepartmentofOralHealth,
GraduateSchoolofHealth,
ChosunUniversity.

Fortheimprovementofnationaldentalhealth,itisimportanttotakecare
thefirstmolarfrom theageofprimaryschool.Fortheimprovementofthe
dentalhealthlevelofprimaryschoolstudents,asaprojectofnationalhealth
projects,thepitandfissuresealing isongoing andexpandedtotheentire
nation.It is necessary to survey and analyze the awareness of dental
hygienistshiredatthehealthcenterandapplytheinformationasthebasic
information toimprovementofnationaldentalhealth policies.Therefore,by
surveyingandanalyzingtheawarenesslevelofdentalhygienistswhocarrying
outthepitandfissuresealingprojectin20areasofGyeongsangnam-do.
Theresultsareasfollows:

1.Thesealing performedattheagency officewas28.6%,andthesealing
performedatschoolawayfrom theofficewas71.4%.

2.Thenumberoffissuresealingdaysaccordingtodentalhygienistswasthat
1–2daysperweekwas46.9% andlessthanonedayperweekwas33.6%
(p<0.05).

3.Inregardtothemeannumberoffissuresealingsperday,dentalhygienists
were32.0anddentistswere16.83,andconcerningthesealingtime(hour),
dentalhygienistswere3.65,dentistㆍdentalhygienistswere2.75,anddentists
were1.98.

4.Inregardtothecontentoftheeducationforindividualstobesealed,the
effectivenesswas74.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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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eevaluationrateoftheprojectwas58.9% (p<0.01)andtheevaluation
ofthedurationrateofthesealingwas77.0%.

6.Asthepolicyofmaintenance system,regularre-examinationsandre-sealing
were61.4%,andperformingoralhealtheducationwas28.3% (p<0.05).

7.Asthesupplementpointsoftheproject,transportationbenepitsandaride
(3.99±1.24),theincreaseoftheoralhealthprojectbudget(3.97±1.11),the
dutyeducationofdentalhygienists,additionalhiringofhygienists,etc.

8.Assuggestionstothenationaloralhealthpolicy,theestablishmentofthe
quotabylaw upontheexpansionoftheschooloralhealthroom inschool
(4.78±0.52), to station dental hygienists in change of oral health
administration(4.54±0.96),etc.

Itwasconsideredthatthepitandfissuresealingplanofprimaryschool
childrenshouldbereflectedactively ontheimprovementandadjustmentof
oralhealthpolicythatcouldbedeveloped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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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건강은 인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 요건으로,구강건
강은 전신건강의 일부로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1).구강건강은 주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및 구강암 등의 구강병에 의
해 손상을 받게 되고 그 중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대표적인 범발성 질환(2대
구강질환)으로 불리우며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유병율을 보이고 있는 질
환이며2),치아우식증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는 오늘날 구강보건계가 당면한 중대
과제이다.치아우식증을 일차 예방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식증이 발생되었
을 경우에는 가급적 초기에 이차 예방함으로써 우식증으로 치아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여야한다3).
우리나라에서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 지수로서 김4)은 1979년에는 2.3개이

었다고 보고하였으며,김 등5)은 1990년에 3.03개이었다고 보고하였고,국민구강보
건연구소6)는 1995년에 3.11개이었다고 보고하였다.그리고 손 등7)은 부산광역시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1995년8)에 3.1개라고 보고하였으며,2000년에
는 3.3개로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9).우식증이 이
렇게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우식증은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치아를 발거하는
가장 큰 원인질환이 되고 있다10).
치아우식증의 예방법으로는 각종 불화물의 이용,치면세균막관리법,식이조절법

및 치면소와열구전색법 등 4가지가 활용되며11),동시에 실시함으로서 90% 이상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할 수 있다12).이들 방법 중에서 치면세균막관리법과 불소이용
법 그리고 식이조절법 등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만 치아우식예방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치면소와열구전색법은 치아가 맹출 한 후에 시행하기 때문에 상당한
치아우식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2).



- 2 -

일반적으로 우식증 예방에 있어,평활면 우식예방에는 불화물 사용을 권장하고,
교합면이나 협설면의 소와나 열구에는 치면소와열구전색을 권장한다.치면소와열
구전색 또는 치면열구전색은 우식이 없는 건전치질의 열구나 소와 또는 초기 우
식이 있는 열구나 소와를 거의 치질의 삭제 없이 인공재료인 전색재로 미리 폐쇄
하는 예방치과 시술의 일종이다13).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해 잇솔의 강모가 교합
면의 소와나 열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 된다14).특히,Blinkhom
과 Davies15)가 5～17세 학생들에서 발생하는 영구치 우식증의 90%가 열구나 소
와에서 시작된다고 보고한 바와 같이 열구소와우식증이 전체 우식증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치면소와열구전색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제1대구치가 6세에 맹출 되었을 때 그 연령에서는 최후방에 위치하고 있어 치

면세균막의 제거가 잘 되지 않아 치아우식증이 더욱 빈발하기 때문에 국민의 구
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학령기 때부터 제1대구치 관리가 중요하
다.박과 신16)은 치면소와열구전색의 우식예방율이 80-90% 정도로 추정되며 우식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맹출 직후 치면소와열구전색술을 실시해 주어야 한
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통한 복지국가건설과 지역 및 소득계층간

구강건강수준의 차이를 해소한다는 것을 21세기 구강보건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
고 구강보건정책목표 중 치아우식증의 발생을 2000년 5세 아동의 우식경험유치지
수를 5.5개,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를 3.3개로 정해졌던 것을 향후 2010년까지 5
세 아동의 우식경험유치지수를 5.0개,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를 2.8개로
낮추는 것으로 정하였다17).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 안내책자18)에 의하면 2002년부터 보건복

지부는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을 국가구강보건사업으로 채택하고 전국적인 사업으
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24만 명,2005년도에는 20만 명을 목표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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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17).그러나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의 실태와 업무 전담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보고가 국내에서는 부족한 실정에 있다.
이에 저자는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초등학교 학생 대상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남도 20개
지역(10개시와 10개군)의 열구전색사업 실태와 더불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기
관 구강위생사들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치아우식예방법의 하나인 치면소와열구
전색을 공중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보다 활성화시키고 향후 구강건강증진을 위
한 구강보건정책방안 마련에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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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조사대상 및 방법

222...111...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내 20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의

기초 실태를 조사 수집하고 19개 보건소와 1개 의료원,그리고 167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구강위생사 155명과 치면소와열구전색 전담 일용 구강위생사가 고용되
어 있는 5개 시․군의 25명을 포함하여 총 180명을 연구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표 1).

표 1.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 참여 조사대상구강위생사의 구성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참여자
전체구강위생사 전임구강위생사 일용구강위생사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계 180 100.0 155 86.1 25 13.9

222...222...조조조사사사방방방법법법
경상남도 20개 시․군의 현행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에 관한 기초 자료를 수집

하였다.시․군 구강위생사중 무작위로 1명씩을 선정,11.1%에 해당하는 20명을
대상으로하여 직접 기술법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일부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본 조사는 180부의 설문지를 전체 대상자들에게 전자메일 그리고 회
송봉투와 답례품을 동봉한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며,구강보건업무 담당자들
에게 진솔한 평가를 원칙으로 작성하게 하였다.또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설문
지 발송 10일째에 20개 시․군에 전화를 걸어 협조를 재차 요청하였다.2005년 8
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47부(82.0%)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설문지 회수
결과,보건소 치과실 근무자 21명(14.3%),보건소 구강보건실 근무자 25명(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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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근무자 89명(60.5%)과 기타 부서 수행자가 12명(8.2%)이었는데 147부 전
체를 최종적인 연구 자료로 이용하였다.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는 일반
적인 특성요인과 관련된 질문에서 나이,보건(지)소 근무기간,근무지 3개 문항을
조사하였고,사업의 운영실태와 관련된 질문에서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포
함한 4개 문항,사업에 대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질문 5개 문항,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5개 문항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항목별로 집계,분석,검토
하였다.보건기관의 근무부서와 치면소와열구전색 대상자 접근방법에 따라 직무에
대한 업무 운영실태,직무수행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은 Spss for
windows(Version10.1)을 이용하여 교차분석과 분산분석 하였으며,변수들의 연관
성을 검정하기 위해 χ-squaretest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조사항목
항 목(17문항) 내 용

일 반 적 특 성 나이,근무기간,근무부서

사업의 운영실태 대상자에게 접근 형태
전색자별 전색일율
전색자별 1인 1일당 평균 전색치아 수
전색자별 전색일중 평균 전색시간

사 업 에 대 한
직 무 수 행

치면소와열구전색 관련 교육내용율
치면소와열구전색 후 평가율
평가의 방법
평가의 시기
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 수행 제약요인 존재 인지자율
제약요인별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 수행 제약요인 존재 인지자율
치면소와열구전색 지속관리방안
향후 사업 수행 과정의 보완사항
국가구강보건정책의 제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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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조 사 성 적

333...111...경경경상상상남남남도도도의의의 연연연도도도별별별 치치치면면면소소소와와와열열열구구구전전전색색색 실실실적적적
경상남도 20개 지역의 치면소와열구전색 실적은 2003년도와 2004년도 평균 24.8

개와 25.0개 학교에서 실시하였으며,평균 전색치면소와열구수는 각시․군 년도별
6,634.8개와 5,663.8개이었다.치면소와열구전색 대상자수는 각각 58,544명과 60,511
명이었으며,대상자별 평균치면소와열구전색 수는 년도별 2.27개와 1.87개이었다(표 2).

표 2.경상남도의 연도별 치면소와열구전색 실적

연도 총치면소와
열구전색학교수

치면소와열구
전색대상자수

구시․군당 평균 치면
소와열구전색학교수

총전색치면
소와열구수

구시․군 평균전색
치면소와열구수

대상자별 평균 치면
소와열구전색수

2003 495개교 58,544 24.8개교 132,695 6,634.8 2.27

2004 500개교 60,511 25.0개교 113,275 5,663.8 1.87
※ 경상남도 보건위생통계자료 참조,지역별실태조사

333...222...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 구구구강강강위위위생생생사사사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333...222...111...응응응답답답구구구강강강위위위생생생사사사의의의 연연연령령령계계계층층층별별별․․․근근근속속속기기기간간간별별별 구구구성성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변인으로 34세 이하 중에서 0-4년 근속자가 4.8%,

35-39세 중에는 10-14년 근속자가 33.3% 그리고 5-9년 근속자가 5.4%,40세 이상
자 중 15년 이상 근속자가  15.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표 3).



- 7 -

표 3.응답 구강위생사의 연령계층별ㆍ근속기간별 구성
단위 :수 (%)

연령계층 전체구강위생사 근속구강위생사
0-4년 5-9년 10-14년 15년이상

계 147 100.0 17 11.6 18 12.2 68 46.3 44 29.9
34세 이하 16 10.9 7 4.8 5 3.4 3 2.0 1 0.7
35-39세 86 58.5 8 5.4 8 5.4 49 333333...333 21 14.3
40세 이상 45 30.6 2 1.4 5 3.4 16 10.9 22 111555...000

χ -검정,p<0.001

333...222...222...응응응답답답구구구강강강위위위생생생사사사의의의 소소소속속속부부부서서서별별별․․․근근근속속속기기기간간간별별별 구구구성성성
보건소치과 근무자중 15년 이상 근속자는 5.4%,보건소구강보건실 근무자중

10-14년 근속자는 7.5%,보건지소 근무자중 10-14년 근속자는 29.9%이었다(표 4).

χ -검정,p:0.577

333...222...333...소소소속속속부부부서서서별별별ㆍㆍㆍ전전전색색색장장장소소소별별별 치치치면면면소소소와와와열열열구구구전전전색색색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자자자율율율
학교 출장 중심으로 구강위생사가 시술하는 업무 형태가 27.2%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시술은 17.7% 치의사ㆍ구강위생사 시술은 26.5%이었다.내소 환자중심으

표 4.응답구강위생사의 소속부서별․근속기간별 구성
단위 :수 (%)

소속부서 전체 구강위생사 근속구강위생사
0-4년 5-9년 10-14년 15년이상

계 147 100.0 17 11.6 18 12.2 68 46.3 44 29.9
보 건 소 치 과 21 14.3 4 2.7 3 2.0 6 4.1 8 555...444
보건소구강보건실 25 17.0 1 0.7 4 2.7 11 777...555 9 6.1
보 건 지 소 89 60.5 11 7.5 11 7.5 44 222999...999 23 15.7
기 타 12 8.2 1 0.7 0 0 7 4.8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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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치과의사 시술은 18.4% 구강위생사가 시술은 10.2%로 나타났으며,각 시․군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

표 5.소속부서별 전색장소별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 수행자율

소속부서
전체치의사구위사 소내전색치의사 소내전색구위사 학교전색치의사 학교전색구위사 학교전색치의사구위사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응답구강위생사 147 100.0 27 18.4 15 10.2 26 17.7 40 27.2 39 26.5
보건소 치 과 21 14.3 5 18.5 2 13.3 2 7.7 3 7.5 9 23.1
보건소구강보건실 24 16.3 2 7.4 2 13.3 2 7.7 8 20.0 10 25.6
보 건 지 소 90 61.2 18 666666...777 10 666666...777 18 666999...222 25 666222...555 19 444888...777
기 타 부 서 12 8.2 2 7.4 1 6.7 4 15.4 4 10.0 1 2.6

χ -검정,p:0.198

333...333...치치치면면면소소소와와와열열열구구구전전전색색색사사사업업업의의의 운운운영영영실실실태태태 관관관련련련
333...333...111...치치치면면면소소소와와와열열열구구구전전전색색색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자자자율율율
응답구강위생사 중 치과의사와 구강위생사가 전색한다고 답한 구강위생사는

26.5%,치과의사 전색은 36.1%,구강위생사는 37.4%가 전색한다고 응답하였다(표 6).

표 6.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 수행자율

응답구강위생사수
치의사ㆍ구강위생사
전색사실응답구강위생사

치의사
전색사실응답구강위생사

구강위생사
전색사실응답구강위생사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147 39 26.5 53 36.1 55 37.4

χ -검정,p: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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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222...치치치면면면소소소와와와열열열구구구전전전색색색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자자자별별별 주주주당당당 전전전색색색일일일수수수
치면소와열구전색 사업에 참여하는 일수는 주당5일 전색한다는 응답자가 19.6%

이었고,주당1-2일 전색자는 46.9%,주당 1일 미만 전색자는 33.6%이었다(표 7).

표 7.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 수행자별 주당 전색일수
치면소와열구
전색자

응답
구강위생사수

주당5일
전색사실응답구강위생

주당1-2일
전색사실응답구강위생

주당1일미만
전색사실응답구강위생사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전 체 147 28 19.6 67 46.9 48 33.6

치의사ㆍ구강위생사 39 11 28.2 17 43.6 11 28.2

전 색 치 의 사 53 3 5.7 30 56.6 20 37.7

전색구강위생사 55 14 25.5 23 41.8 18 32.7

 χ -검정,p<0.05
 

333...333...333...전전전색색색자자자별별별 111인인인당당당 111일일일 평평평균균균 치치치면면면소소소와와와열열열구구구전전전색색색 치치치아아아 수수수
치과의사ㆍ구강위생사 전색시 1인 1일당 평균 전색 치아 수는 21.68,치과의사

전색시는 16.83개,구강위생사 전색시는 32.0개로 조사되었다(표 8).

표 8.전색자별 1인당 1일 평균 치면소와열구전색 치아 수

응답구강위생사수 1일 평균 전색치아 수
치의사ㆍ구강위생사 치의사 구강위생사

147 21.68 16.83 32.0

χ -검정,p<0.05

333...333...444...전전전색색색자자자별별별 111일일일 평평평균균균치치치면면면소소소와와와열열열구구구 전전전색색색시시시간간간
응답구강위생사 중 치의사ㆍ구강위생사 전색시간은 평균 2.75시간,구강위생사

전색시 평균 3.65시간,치과의사 전색시 1.98시간이었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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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전색자별 1일 평균 치면소와열구전색 시간
단위 :시간

응답구강위생사수 평균 전색시간
치의사ㆍ구강위생사 치의사 구강위생사

147 2.75 1.98 3.65

χ -검정,p<0.05

※출장시술의 경우 왕복이동 소요시간은 제외

333...444...치치치면면면소소소와와와열열열구구구전전전색색색사사사업업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직직직무무무수수수행행행
333...444...111...치치치면면면소소소와와와열열열구구구전전전색색색자자자별별별 사사사업업업관관관련련련 교교교육육육내내내용용용
치면소와열구전색 구강보건교육시 전색자별로 모두 사업의 효과성(74.1%)을 가

장 강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다음은 치과의사 교육시 17.0%가 경제성을 강
조,구강위생사 교육시 16.4%가 실용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0).

표 10.치면소와열구전색자별 사업관련 교육내용

핵심소와열구
전색교육내용

응답구강위생사수 교육 치의사ㆍ구위사 교육 치의사 교육 구강위생사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계 147 100.0 39 26.5 53 36.1 55 37.4
효 과 성 109 777444...111 34 888777...222 35 66.0 43 78.2
경 제 성 15 10.2 2 5.1 9 17.0 4 7.3
안 전 성 1 0.7 0 0.0 2 3.8 0 0.0
실 용 성 22 15.0 3 7.7 7 13.2 8 16.4

χ -검정,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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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44...222...치치치면면면소소소와와와열열열구구구전전전색색색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자자자의의의 전전전색색색지지지속속속정정정도도도 평평평가가가자자자율율율
치면소와열구전색 사업 종료 후 사업에 대한 평가유무에 대해서는 전체응답구

강위생사의 59.2%(87명)가 평가를 한다고 하였으며,이 중에서 평가 구강위생사는
36.8%,평가 치과의사는 34.5%,평가 치의사ㆍ구강위생사는 28.7%이었다(표 11).

표 11.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 수행자의 전색지속정도 평가자율

응답구강위생사수
치의사ㆍ구강위생사
평가사실응답구강위생사

치의사
평가사실응답구강위생사

구강위생사
평가사실응답구강위생사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87 25 28.7 30 34.5 32 36.8

χ -검정,p<0.01

333...444...333...치치치면면면소소소와와와열열열구구구전전전색색색사사사업업업 평평평가가가방방방법법법
평가를 수행한다고 응답한 구강위생사를 대상으로 평가방법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색지속정도(유지율)평가는 77.0%,우식지수의 변화에 관한 평가는 19.5%,학부
모님의 호응도 평가는 3.5%로 조사되었다(표 12).

표 12.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 평가방법

전색사업평가방법 응답 구강위생사수 치의사ㆍ구위사 치의사 구강위생사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계 87 100.0 25 28.7 30 34.5 32 36.8
전색지속정도평가 67 77.0 27 888444...444 20 888000...000 20 666666...777
학부모호응도평가 3 3.5 - - 2 8.0 1 3.3
우식지수변화평가 17 19.5 5 15.6 3 12.0 9 30.0

χ -검정,p: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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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44...444...치치치면면면소소소와와와열열열구구구전전전색색색사사사업업업 평평평가가가시시시기기기
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한 구강위생사를 대상으로 평가시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년간 사업종료 후에 평가한다고 응답한 구강위생사는 82.8%,사업별 종료 후 평
가한다고 답한 구강위생사는 10.3%로 조사되었다(표 13).

표 13.치면열구전색사업 평가시기

전색사업평가시기
계 치의사ㆍ구위사 치의사 구강위생사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응답구강위생사수 87 100.0 25 28.7 30 34.5 32 36.8
수 시 6 6.9 2 8.0 - - 4 12.5
학년 종료직후 72 82.8 18 777222...000 28 999333...333 26 888111...333
학기별 종료직후 9 10.3 5 20.0 2 6.7 2 6.3

χ -검정,p:0.386

333...444...555...치치치면면면소소소와와와열열열구구구전전전색색색사사사업업업 평평평가가가 불불불이이이행행행 이이이유유유

평가 미실시 이유로 관심부족이 35.0%,시간적제약이 23.3%,인력부족이 20.0%
로 조사되었다(표 14).

표 14.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 전색자별 평가 불이행 이유

평가불이행이유
응답구강위생사수 치의사ㆍ구위사 치의사 구강위생사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계 60 100.0 14 23.3 23 38.3 23 38.3
시 간 제 약 14 23.3. 3 21.4 3 13.0 8 34.8
경 비 제 약 7 11.7 2 14.3 4 17.4 1 4.3
인 력 부 족 12 20.0 5 333555...777 3 13.0 4 17.4
관 심 부 족 21 35.0 2 14.3 9 333999...222 10 444333...555
기 타 이 유 6 10.0 2 14.3 4 17.4 - -

χ -검정,p: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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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55...치치치면면면소소소와와와열열열구구구전전전색색색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과과과정정정 제제제약약약요요요인인인 관관관련련련

333...555...111...치치치면면면소소소와와와열열열구구구전전전색색색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과과과정정정 제제제약약약요요요인인인 인인인지지지율율율

근무지에 따라 현행 사업 수행의 문제점을 조사 분석 하였으며,문제점이 있다고
응답한 구강위생사는 89.8%로 보건지소 근무자가 63.6%로 가장 많았으며,보건소
근무자는 14.4%이었으며,10.2%는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15-1,표 15-2).

표 15-1.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 수행과정 제약요인 인지율

응답구강위생사수
사업수행과정 제약요인 인지자 사업수행과정 제약요인 부지자

수 백분율 수 백분율
147 132 888999...888 15 10.2

χ -검정,p<0.05

표 15-2.소속부서별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 수행과정 제약요인 인지율

사업수행과정제약요인
인지구강위생사수

보건소치과소속
사업수행과정제약요인인지자

보건소구강보건실소속
사업수행과정제약요인인지자

보건지소소속
사업수행과정제약요인인지자

기타부서소속
사업수행과정제약요인인지자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132 17 12.9 19 14.4 888444 666333...666 12 9.1

χ -검정,p<0.05

333...555...222...제제제약약약요요요인인인별별별 치치치면면면소소소와와와열열열구구구전전전색색색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제제제약약약요요요인인인 순순순위위위
제약요인별 1순위 응답자중 전문 인력이 27.4%,전색장비 20.0%,보건소지원이

19.3%이었고 2순위에서는 전색장비가 29.9%,전문인력 26.1%,3순위에서는 전색
장비 30.9%,전문인력 30.1%,4순위에서는 아동의 협조도가 44.2%,전색기술
18.3%,5순위에서는 보건소 지원이 37.1%,아동의 협조도 28.0%,6순위에서는 전
색기술이 68.2%,아동의 협조도 11.4%로 높게 인지하였다(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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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제약요인별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 수행제약요인 순위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계 135 100 134 100 136 100 104 100 132 100 132 100 71 100

전문인력 37 222777...444 35 26.1 41 30.1 8 7.7 10 7.6 4 3.0 1 1.4
전색장비 27 20.0 40 222999...999 42 333000...999 10 9.6 12 9.1 4 3.0 1 1.4
학교협조 22 16.3 33 24.6 38 27.9 17 16.4 19 14.4 4 3.0 1 1.4
보 건 소
지 원 26 19.3 11 8.2 10 7.4 3 2.9 49 333777...111 8 6.1 - -

아 동 의협 조 도 17 12.6 11 8.2 5 3.7 46 444444...222 37 28.0 15 11.4 1 1.4

전색기술 6 4.4 4 3.0 - - 19 18.3 5 3.8 90 666888...222 4 5.6
기 타 - - - - - - 1 0.9 - - 7 5.3 63 88.7

χ -검정,p<0.01

333...555...333...전전전색색색자자자별별별 치치치면면면소소소와와와열열열구구구전전전색색색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제제제약약약요요요인인인 존존존재재재인인인지지지순순순위위위
치과의사와 치과의사구강위생사 전색 응답자는 각각 26.5%와 37.4%였는데 전
문인력이 1위,전색장비 2위,학교협조도 3위,보건소지원,아동협조도,전색기술순
이었고 구강위생사 전색시는 전색장비가 1위,전문인력 2위,학교협조도 3위,보건
소지원,아동협조도,전색기술 순으로 인지되었다.전문인력 문제가 근무부서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0.05)(표 17).

표 17.전색자별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 수행제약요인 인지순위

전색자
응답구강위생사수 전문인력

부족인지자
전색장비
부족인지자

학교협조
부족인지자

보건소지원
부족인지자

아동협조
부족인지자

전색기술
부족인지자

기타제약
요인인지자수 백분율

전색 치과의사 39 26.5 111 2 3 4 5 6 7
전색구강위생사 54 36.7 2 111 3 4 5 6 7
치의사구위사 54 37.4 111 2 3 4 5 6 7
p-value - - 000...000333666 0.204 0.661 0.288 0.196 1.966 0.776

χ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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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55...444...치치치면면면소소소와와와열열열구구구전전전색색색사사사업업업 지지지속속속관관관리리리방방방법법법
치면소와열구전색 지속관리방안으로 정기적 재검 및 재전색 61.4%,구강보건교

육시행 28.3%,불소도포가 10.3%로 조사되었다(표 18).

표 18.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 지속관리방법

소속부서 응답구강위생사수 불소도포 재검,재전색 구강보건교육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계 145 100 15 10.3 89 61.4 41 28.3
보 건 소 치 과 20 13.8 0 0 16 888000...000 4 20.0
보건소구강보건실 25 17.2 4 16.0 14 56.0 7 28.0
보 건 지 소 88 60.7 10 11.4 53 60.2 25 28.4
기 타 12 8.3 1 8.3 6 50.0 5 41.7

χ -검정(결측치 2),p:0.453

333...555...555...치치치면면면소소소와와와열열열구구구전전전색색색사사사업업업 보보보완완완점점점별별별 우우우선선선순순순위위위(((555점점점 척척척도도도)))
향후 사업 수행과정의 보완점은 5-pointlikert척도(5점이 최고점수)로 전담부

서의 설치가 4.70(±0.61),교통편의 및 차량제공이 평균 3.99(±1.237),구강보건사업
예산증액이 3.97(±1.111),직무교육,인력충원 순으로 조사되었다.전담부서설치는
근무부서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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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근무부서별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 보완점 우선순위
근 무 부 서 전담부서설치 인력충원 교통편의 예산증액 직무교육
M±SD 4.70±0.61 3.70±1.421 3.99±1.237 3.97±1.111 3.79±1.114

보 건 소 치 과 4.52±0.81 4.05±1.20 4.38±0.92 4.29±0.78 4.19±0.87
보건소구강보건실 4.48±0.82 3.72±1.51 3.72±1.59 3.72±1.10 3.60±1.22
보 건 지 소 4.78±0.49 3.72±1.46 3.97±1.20 3.94±1.20 3.77±1.15
기 타 4.92±0.29 2.92±1.08 4.00±1.13 4.08±0.90 3.67±0.89

F
(p-value)

2.754
(000...000444555)

1.662
(0.178)

1.109
(0.348)

1.047
(0.374)

0.939
(0.463)

M±SD=평균±표준편차:5-pointlikert척도로 5점이 최고점수임

333...555...666...건건건의의의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정정정책책책별별별 건건건의의의강강강도도도별별별 구구구강강강위위위생생생사사사율율율
구강위생사의 직무관련 업무 향상을 위한 국가구강보건정책의 제언사항에 관해

서는 5-pointlikert척도로 5점이 최고점이다.학교구강보건실 확대 시 구강위생
사 채용의 법적 제도화가 평균 4.78(±0.520),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강보건행
정 담당자를 구강위생사로 배치되길 희망 한다는 의견이 평균 4.54(±0.96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강보건사업의 예산지원이 평균 4.43%(±0.642),구강위생사의
근무경력에 관한 처우개선이 평균 4.38(±0.745),전문구강위생사 인증제도가 평균
4.34(±0.854),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강보건교육에 관한 교재지원이 평균
4.29%(±0.666)순으로 조사되었다(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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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건의구강보건정책별 건의강도별 구강위생사율(빈도)

건의구강보건정책 응 답
구강위생사수

강력반대 온건반대 건의방관 온건건의 강력건의 평균고려정도
±표준편차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학교구강보건실
구강위생사정원법제화 143 1 0.7 - - 1 0.7 26 17.9 117 80.7 4.78±0.520
전문구강위생사
자격인정제도시행 145 3 2.1 2 1.4 12 8.3 53 36.8 74 51.4 4.34±0.854
구강보건행정담당
구강위생사임용 144 6 4.1 3 2.1 4 2.7 26 17.8 107 73.3 4.54±0.962
구강보건사업
예산증액 146 - - 1 0.7 9 6.2 62 42.5 74 50.7 4.43±0.642
구강보건교육
교재지원 145 - - 1 0.7 14 9.7 72 49.7 58 40.0 4.29±0.666
구강위생사
처우개선 146 - - 3 2.1 14 9.6 53 36.3 76 52.1 4.38±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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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총괄 및 고안

초등학교 시기는 기존의 유치가 영구치로 교환이 되는 시기로서 일생동안
구강건강의 기틀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20).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은
영구치가 나기 시작할 무렵부터 우식증을 예방하는 사업이며,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국가구강보건사업으로 채택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치아 1개당 사업비를 4,000원으로 책정하여 보건소에 지원하고 있으며18),
정부시책 공중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보건소의 구강보건인력을 활용하
여 국가와 시․군의 예산으로 무료로 시행하고 하고 있다.
치면소와열구전색은 오랜 기간동안 교합면 치아우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깊은 소와와 열구는 전체 치면의 12.5%에 불과하지만
깨끗하게 닦이지 않아 세균의 번식처로 우식증의 88%가 이곳에서 발생된다21).치
면소와열구전색은 전색제가 치면에서 탈락되지 않으면 90%이상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강력한 치아우식예방법22)이라 할 수 있으며,학생시절에 수행되는
우식예방 진료와 관리가 평생 치아건강의 기초가 되므로 만 6세에 맹출하는
제1대구치는 맹출 후 12년 이내에 이르는 초등학생의 교합면에 치면소와열구
전색을 해줄 필요성이 많다고 주장하였다23).
Brunelle등24)은 1986년부터 1987년까지 5-17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만

이 열구전색이 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우리나라의 경우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1986년 2.8개,1990년 3.1개,2000년에 3.3개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치아
우식증 예방사업의 확대와 보급이 시급한 과제이다.
2004년 구강보건현황조사에서 학교구강보건사업이 최우선으로 조사19)되었던바

있었고,도 등25)은 학교집단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이 학교 잇솔질사업,학교 불소



- 19 -

용액양치사업과 더불어 주요 보건사업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치면소와열구전색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왔지만 공중보건학적 입장에서는 현재의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구강보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특히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그 동안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에 대한 연
구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하지만 직접기입
식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에 대한 주관적 의견이 객관성보다 더 적
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며,조사당시 경상남도 20개 지역에서 구강위
생사가 비구강보건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보다 사실적인 정보 수집이
어려웠고,자료 공개를 꺼려하는 시․군도 있어 기초실태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
었고 시․군명은 비공개로 하여야하는 제한점이 있었다.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구시․군당 총전색치면소와열구

수는 각각 132,695개와 113,275개로 치면소와열구전색대상자 1인당 각각 평균 2.27
개와 평균 1.87개 정도의 전색치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연구방법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결과는 울산광역시의 치면열구전색실태를 연구한 신
등26)의 연구결과(1.28±1.79개)와 비교하여 유사하게 나타났고,전 등27)의 연구결과
0.96개와 김 등28)의 연구결과 0.83개와 비교시는 높은 편이었다.또한 경상남도
시․군별 평균격차는 크게 나타났으며 제1대구치의 숫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
정으로 최소한 제1대구치만이라도 시급히 열구전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열구전색 후 1년이 경과된 후 2003년도와 2004년도는 전부지속전색체율이 각각

65.5%와 70.4%,전색일부지속전색체율 18.8%와 17.4%,전부탈락전색체율 15.7%와
12.2%로 2004년의 잔존률이 더 좋은 편이었다(표 21).김29)은 저학년 150명을 대
상으로 열구전색 1년경과 후 각각 91.5%,6.6%,2.8%였으며 McCune등30)은 6세에
서 8세아동 200명을 대상으로 열구전색 후 1년 경과 후 92.5%,5.0%,2.5%인 결
과와 비교하면 2.5%이상 전부지속전색체율이 낮았다.Wright등31)은 78.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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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등의 결과였다.이와 같이 전부지속전색체율이 낮게 나타난 이유로는 시술
시 불완전한 치면건조나 과도한 교합력이 작용하였을 때,그리고 부적당한 산부
식,불충분한 치면세마,불충분한 광조사 및 재료의 변질32,33),그 외 노후된 장비,
열악한 시술 환경,인력부족,숙련도,아동의 협조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하
여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1.경상남도의 연도별 전색지속소와열구율

연도 총전색치면소와열구수
전색전부지속소와열구 전색일부지속소와열구 전색전부탈락소와열구
수 백분율 수 백분율 수 백분율

2003 132,695 86,981 65.5 24,936 18.8 20,778 15.7
2004 113,275 79,750 70.4 19,739 17.4 13,786 12.2
※ 경상남도 보건위생통계자료 참조

열구전색 후 1년경과 후 우식발생 전색전부 지속소와 열구율은 2003년도와
2004년도 공히 1.8%였고 우식발생 전색일부 지속소와 열구율은 각각 40.9%와
37.0%,우식발생 전색전부탈락소와열구율은 각각 41.1%와 33.5%로 나타났다(표
22).Ibsen등34)은 치면소와열구전색시 산부식으로 인하여 법랑소주가 상당히 파괴
되고 확대되었지만 전색제를 부착함으로해서 산부식된 법랑소주내에 전색제가 침
투하여 부착되어 있고 만약 전색재가 탈락되었다 해도 전색재 모두가 탈락된 것
이 아니라 이러한 법랑소주내에 있는 전색재는 계속 부착이 되어서 Tag를 형성
하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우식예방효과에 관여하고 있다는 이론을 발표한바 이런
사실을 추론해 볼 때 전색재가 탈락이 되었다 해도 전색재의 탈락으로 인하여 치
아우식 발생율이 더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상당히 일리 있는 학설이
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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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경상남도의 연도별 우식발생지속소와열구율

연도
전색전부지속
소와열구수

우식발생
전색전부지속
소와열구수

우식발생
전색전부지속
소와열구율

전색일부지속
소와열구수

우식발생
전색일부지속
소와열구수

우식발생
전색일부지속
소와열구율

전색전부탈락
소와열구수

우식발생
전색전부탈락
소와열구수

우식발생
전색전부탈락
소와열구율

2003 86,981 1,528 1.8 24,936 10,207 40.9 20,778 8,537 41.1

2004 79,750 1,472 1.8 19,739 7,303 37.0 13,786 4,625 33.5
※ 경상남도 보건위생통계자료 참조
※전색체의 유지상태에 대한 평가기준과 외형분류에서 완전유지(Fullretention)는 전색 형태를 대
부분 유지하고 있는 상태,부분유지(Partialretention)는 근심와,중심와,원심와에서 한 부위 이상
탈락된 상태,탈락(Loss)은 전색 형태를 육안으로 거의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근무지별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 수행 제약요인 존재 인지자가
89.8%이었는데 보건지소 근무자에서는 상호간 94.4%로 유의성이 있다고 조사 되
었다(p<0.05).제약요인별 인지자율에서는 인력,장비,학교협조도 순으로 인지되
었지만,학부모의 관심도 부족,출장시술을 내소시술로 전환해야한다,공중보건의
사 부족으로 검진 곤란 등이 기타의견으로 조사되었다.그리고 구강위생사 1인 1
일당 평균 전색치아 수를 보면 32.0개이었고 평균전색시간은 3.65시간이었기 때문
에 시술 소요시간이 대략 치아당 6-7분으로 볼 수 있다.김30)의 연구에서는 대상
아동 1인당 평균 1.2개의 치아를 전색하는데 평균 5.29분이 소요,김 등35)의 연구
에서는 6.08분,Burt36)의 연구에서는 숙달된 인력이 평균 5-8분 정도 소요된다는
보고에서 보면 본 조사와 연구방법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결과를 비교해 볼
때 평균 전색시간과는 그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효율성을 극대화하
기 위해서 출장시술시 장소와 장비가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치면소와열구전색사
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보면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장소도 문제가 될 뿐더러 이동식 유니트 체어 등 필수 장비들이 구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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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 치면소와열구전색를 시행하고 있어 완전하게 시술될 수 없다고 여겨져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표 10에서 전색자별 핵심소와열구전색교육내용에서 전색자 모두 효과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었으며 치과의사가 45.4% 사업의 실용성,구강위생사 26.7%가 경제성
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색자 상호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본 연구에서 치면소와열구전색 지속관리방안으로 정기적 재검 및 재전색

61.4%,구강보건교육시행 28.3%,불소도포가 10.3%로 조사되었는데 불소도포와
식이조절을 병행함으로써 교합면 치아우식증을 체계적으로 감소시켜야 하며 무엇
보다도 피시술자들이 구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중
요하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재 지원을 하
여야 한다.배37)는 치면열구전색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전색 후 불소도포사
업을 병행하고,우식의문치면에 대해서는 전색 후 관리를 건전치면에 비하여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논한바있다.그리고 의료기관의 내원을 유도하여 계속관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내에서도 건강보험제도에 교합면 우식예방
진료 행위인 치면소와열구전색술을 급여화 할 수 있는 법적 제도화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다.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에 대한 평가자율은 59.2%에 불과하였으며 평가미실시 이

유로 관심부족이 35.0%,시간적여건 23.3%,인력부족이 20.0%,기타의견으로 평가
도구의 미비가 다수 있었다.사업의 결과분석은 대부분 유지율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현재 경상남도에는 2003년 17개 지역에서 사업관련 전산관리프로그램을 구비
하고 있었으나 2004년에는 15개 지역으로 줄었다.예산상의 문제로 구강보건사업
전산관리프로그램이 미구비 되거나 구비되어도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사용
불가능 지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유지율에 대한 신뢰가 어려우므로 사업의 평준화
된 평가도구가 시․군마다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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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 수행과정에 문제점 인지자율은 89.8%로 인지자와 비인자
간,소속부서별 인지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제약요인별 총 응답자중 전문 인력이 27.9%로 가장 높게 인지되었고 전
색장비는 26.9%,학교협조도 22.9%,보건소협조도 11.4%,아동의 협조도 8.4%,구
강위생사의 전색기술 2.5%로 인지되었다.전문인력과 전색장비 외 치면소와열구
전색사업에 관한 홍보와 협조요청을 위해 해당 및 유관 기관장,타부서의 담당,
지역 치과의사회 등과의 사업실시에 따른 운영회의를 적기에 실시하여 학부모들
의 참여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구강위생사의 직무관련 업무 향상을 위한 국가구강보건정책의 제언사항에 관해

서는 5-pointlikert척도로 5점이 최고점이었다.학교구강보건실 확대시 구강위생
사 채용의 법적 제도화가 평균 4.78(±0.520),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강보건행
정 담당자를 구강위생사로 배치되길 희망 한다는 의견이 평균 4.54(±0.96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강보건사업의 예산지원이 평균 4.43%(±0.642),구강위생사의
근무경력에 관한 처우개선이 평균 4.38(±0.745),전문구강위생사 인증제도가 평균
4.34(0.854),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강보건교육에 관한 교재지원이 평균
4.29%(±0.666)순으로 조사되었다
치면소와열구전색 사업의 합리적,지속적인 확대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보건복지

부 구강보건업무 지침에 대한 평가 틀이 마련되어 명시되어야 하며,전국 보건소
에서 매년 실시하는 치면소와열구전색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실시되도록 권
장되어야 하며 각 지역 보건소에서 실시되는 치면소와열구전색 사업의 평가가 중
앙에 정확히 보고되어,다음해의 사업기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38)되어진
다.
전반적인 구강보건실태 조사나 구강건강 증진도를 통계처리 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보강이 절실하며 특히 구강보건업무를 효율
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통계 및 업무의 전산 시스템을 개발 및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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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함으로써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읍면 보건지소의 경우는 소내 진료가 최우선 되다보니 치면소와열구전색 사업

을 비롯한 구강보건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지 못하는 시․군이 있는 실정으로 구강
보건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그리고 치면소와열구전색에 대한 잔존도 평가는 전
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시술치아에 대해서,다음연도 6월말 까지 시술 6개
월 후 탈락여부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부에 기록하여 잔존도를 보고 하도
록 하고 있다.시술 후 실제 검진을 하여야만 정확한 결과가 도출되는데 시술 다
음연도에 치면소와열구전색이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다시 이루어지고 있고,시술
후 2년간 연1회 이상(6개월 추천)잔존도 검사 및 재전색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
지만 전년도 시술치아를 검진할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므로 충분한 인력보강과 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구강위생사의 본 업무 복귀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만약 정규직 인력보강이 어려울 경우 출장 시술을 보건기관 내소 시술 형태로 바
꾸어야 할 것 같으며 학교구강보건실 설치가 확대 될 경우 필요한 구강위생사 배
치를 위한 법적 제도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 출장으로 치면
소와열구전색을 시행하는 시․군에서는 장비의 이동이나 인력의 이동에 있어 어
려움이 있다.차량이나 이동장비의 지원사업이 2003년부터 치면소와열구전색 사업
의 목표량이 많고 전년도 사업실적이 우수한 보건소에 제공이 되고는 있지만 예
산의 증액으로 빠른 시일 내 공급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치면소와열구전색 사업의 성과 등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및 평가가 실

시되어야 하며,이를 위해서 예전과 다소 달라진 비디오,포스터,책자,OHP,
CD 등으로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이 교육되거나 홍보되어야
한다.또한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에 관련 홈페이지를 증설운영(현재 2개운영중:
(http://fluoride.dental.or.kr)(http://teethlove.org)하여 구강보건사업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치면
소와열구전색에 대한 정보를 일반 시민들이 참여,열람,공유 할 수 있게 하여야 하
며,보건교사나 학교장의 협조는 학부모의 관심도를 높이는 동시에 아동의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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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할 수 있어 희망대상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치면소와열구전색의 유지율
과도 연관이 될 것이므로 대중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들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홍보자료의 개발 보급 등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그리고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의 양에 비해 전담 구강위생사들의
직무교육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구강위생사의 사업별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직무관련 교육이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면소와열구전색
사업에 대한 직무교육 조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서는 년 간 사업의 시작 전 또는 방학기간에 세미나,연찬회 등의 개최와 기술지원
단을 통한 현장 기술지도로 전문교육이나 훈련이 실시되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
육을 중앙 또는 시도 부처에서 실시해 주어야 할 것이며,분야별 전문구강위생사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그리고 근무경력이나 개인의 자질
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구강위생사의 자질향상이나 사기진작,처우개
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첫째는 구강보건조직의 활

성화와 구강보건정책의 체계화가 시급하며,두 번째 시․군 구강보건사업 관계자
들의 인지 변화이며 세 번째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전문화된 직무교육을 받은 구
강위생사 인력을 충원하여 사업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구강보건사업의 내실화
를 위한 구강위생사들의 직업의식 및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네 번째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행정체계의 정립이다.다섯 번째 국가사업에 국민들
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보건기관에서의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보건소장 및 상급자의 구강보건사업 필요성 및 구강보건사업 효과에 대한 인
지가 있어야 하고 공중보건치의사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협조가 더욱 필요하며,
업무 전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과 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정기적
인 구강검사의 필요성과 구강건강관리에 있어서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할



- 26 -

것으로 사료되었다.특히 보건복지부나 시도에서는 보건(지)소에서의 구강보건활
동 및 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 교육매체를 개발하여 지속적
으로 보급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 27 -

Ⅴ.결 론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학령기 때부터 제1대구치 관
리가 중요하다.초등학교 학생의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국가 구강보건사업
의 일환으로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이 사업을 시행
하고 있는 보건기관 근무 구강위생사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국가구강보건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경상남도 20개 시․군에
서 시행하고 있는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 업무 수행에 따른 구강위생사의 인지도
를 조사하여 분석한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소내전색은 28.6%,출장으로 학교전색은 71.4%이었다.
2.전색자별 전색일수는 주당 1-2일이 46.9%,주당 1일 미만이 33.6%이었다
(p<0.05).

3.1인당 1일 평균 전색치아수는 구강위생사가 32.0개,치의사 16.83개이었으며,평균
전색시간은 구강위생사 3.65시간,치의사ㆍ구강위생사 2.75시간,치의사 1.98시간
이었다.

4.전색대상자 교육내용은 효과성이 74.2%이었다(p<0.01).
5.사업평가율은 58.9%이었고(p<0.01)전색지속정도평가가 77.0%이었다.
6.치면소와열구전색 후 지속관리 방안으로는 정기적 검진 및 재전색이 61.4%,구
강보건교육시행 28.3%이었다(p<0.05).

7.사업의 보완점으로 교통편의 및 차량제공(3.99±1.24),구강보건사업예산증액
(3.97±1.11),구강위생사 직무교육,구강위생사 인력충원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8.국가구강보건정책의 제언사항으로 학교구강보건실 확대시 정원 법제화(평균
4.78±0.52),구강보건행정담당의 구강위생사배치(평균 4.54±0.96)등의 순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초등학교 아동의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구강보건정책의 개선 및 보완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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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치치면면면소소소와와와열열열구구구전전전색색색사사사업업업 실실실태태태 및및및 수수수행행행 구구구강강강위위위생생생사사사의의의 인인인지지지도도도 조조조사사사

♢♢♢♢    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강보건 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치면소와열구전색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견해와 참여를 근거로 구
강건강증진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지)소 구강위생사의 사업추진실태를 분석
하고,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귀중한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
며,무기명으로 실시되는 것이오니 선생님들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월 일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구강보건학 전공

정 순 옥 드림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특특특성성성입니다.
1.귀하의 연령은?( 세)
2.귀하의 보건(지)소 근무 기간은? ( 년 개월)
3.귀하의 근무부서는?
1)보건소 치과 2)보건소 구강보건실 3)보건지소 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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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업업업의의의 운운운영영영실실실태태태 관련 사항입니다.
4.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형태는?
1)내소환자중심으로 치과공보의가 시술
2)내소환자중심으로 구강위생사가 시술
3)출장으로 치과공보의가 시술
4)출장으로 구강위생사가 시술
5)출장으로 치과공보의와 구강위생사가 함께 시술

5.치면소와열구전색업무의 참여횟수는?
1)매일 2)주 1-2회 3)월 1-2회 4)월 3-4회 5)기타( )

6.구강위생사 1일당 치면소와열구전색 평균 치아 수는 몇 개 입니까?
1)10개 2)20개 3)30개 4)40개 5)기타 ( )

7.매일 치면소와열구전색 사업에 종사하는 평균 시간은?
1)1시간 2)2시간 3)3시간 4)4시간 5)5시간 6)기타
※※※왕왕왕복복복이이이동동동 소소소요요요시시시간간간은은은 제제제외외외되되되었었었음음음

※사사사업업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직직직무무무수수수행행행 관련입니다.
8.학생들에게 치면소와열구전색에 대한 교육을 한다면 어떤 면을 가장 강조하
시겠습니까?
1)사업의 효과성 2)사업의 경제성 3)사업의 안전성
4)사업의 실용성 5)기타

9.치면소와열구전색 사업이 끝난 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까?
1)예 2)아니오
※“예”라고 답하신 분은 9-1)문항으로 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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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평가를 한다면 평가의 방법은?
1)전색지속정도 2)학부모님의 호응도 3)우식지수의 변화 4)기타

9-2)평가를 한다면 평가의 시기는?
1)년간 사업종료 후 2)사업별 종료 후 3)년중 수시

※“아니오”라고 답하신 분은 9-3)문항으로 가 주세요.
9-3)평가를 안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시간적여건 2)경제적여건 3)인력부족 4)관심부족 5)기타

※사사사업업업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입니다.
10.현행 사업 수행 실태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1)있다 2)없다

10-1)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순위별로 표기해 주세요.

구분 전문인력 전색장비 학교협조 보건소지원 아동의협조 전색기술 기 타

순위

11.치면소와열구전색 후 계속관리방안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불소도포를 시술한다.
2)정기적 재검으로 재전색을 한다.
3)대상자에게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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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향후 사업 수행 과정에 보완되어야 할 점은?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전담부서의 설치

구강위생사 인력충원
교통편의 및 차량제공
구강보건사업 예산증액
구강위생사의 직무교육

기타( )

13.다음 항목들은 구강위생사의 직무관련 업무 향상을 위한 국가구강보건정책의
제언사항입니다.정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고려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고려

해야 한다
매우 고려
해야 한다

학교구강보건실 확대 시 구강위생사
채용의 법적 제도화

전문구강위생사 인증제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강보건행정
담당자를 구강위생사로 배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강보건사업의 예산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강보건교육에 관한 교재지원

구강위생사 근무 경력에 관한 처우개선

정정정성성성이이이 가가가득득득한한한 답답답변변변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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