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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this study an analysis was done of participants who were educated using a dental health program as com-

pared to a control group who only used a booklet on the subject. The participants wer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e education focused on dental health knowledge, behavior, health belief, and self-efficacy. Methods: Sixth grade stu-

dents from two different schools in D-city were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which was educated using a dental

health program over five weeks and a control group which was educated with a dental care booklet. Results: The experi-

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increases in knowledge, behavior, sensitivity, severity, benefit, belief, and self-efficacy

indicating that the program was effective,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fficacy, sensitivity, severity, im-

portance, or disability between the two groups.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were found for knowledge, be-

havior, and benefits regarding dental health.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 dental health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s effective in increasing their knowledge and behavior regarding dental health but the lack

of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veral of the variables in this study may be related to the education provided to the control

group using a book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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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양 상태

가 개선되면서 초등학생의 평균 신장, 체중 등 체격은 크게 향상

되었다. 그러나 식습관에 있어서 고당질 가공식품 섭취 증가 등

구강건강에 부정적인 변화에 비하여 긍정적인 구강관리 습관이

발맞추지 못함으로써 구강 건강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그 예로

써 표적인 구강 만성질환인 구치의 충치 발생이 급격히 증

가하 다. 우리나라 12세 아동 1인 평균보유 충치경험 구치

수가 1972년 0.6개에서 1979년 2.2개, 1990년 3.0개, 2000년

3.3개로 늘어나 구치에서 충치를 경험한 12세 아동의 비율이

77.1%로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1). 이러한추세에따라구강보건이

국민건강의 중요 과제로 떠올라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10의

예방중심 건강관리 13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1).

특히 학령기는 유치가 구치로 교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치아위생과 충치 예방관리는 이 기간의 건강관리에 필수

적이며(Hockenberry, 2006) 학령기 아동의 구강건강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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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의 장소로써 학교는 매우 중요하며 유용하다. 이는 건강행

위를 형성하는 시기인 학령기 때부터 바람직한 건강행위 형성

이 효율적 건강증진 전략임이 밝혀졌는데, 학교는 학령기 아동

이 집되어 있어 사업의 제공이 용이하면서 학교 환경 내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Jung & Lee, 2004). 그

동안초등학생의구강건강에관한연구는구강건강관계조사연

구가 주를 이루었으며(Kim, 1998; Kim, Ahn, Kim, & Chung

2004; Kim & Chun, 2003; Kim, Song, & Lee, 2002; Joo,

2002; Nam & Kim, 1997), 최근 초등학생을 상으로 구강교

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그 효과를 측정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

으나 아직 그 수가 적으며, 이도 조군이 없는 단일집단 사전

사후 설계이거나(Lee, Shin, Cho, & Ryu, 2004) 구강건강 프

로그램이 보건교육에 한정되고 교육 효과로 구강보건 지식, 행

위, 상태를 조사하 으며(Son, 2003) 구강건강 프로그램에 포

함되어 있지 않은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측정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를 상으로 구강건강에 관한 포괄적

인 프로그램을 적용한 참여군과 소책자를 이용한 단순 지식을

전달한 조군에게 구강건강 지식, 행동, 신념과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비교하 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위해 개발한 구강건강 프로그램이

아동의 구강 건강에 관한 지식, 행동, 건강 신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아동을 위한 구강건강 프로그램이 구강 건강 지

식에 미치는 향을 파악한다. 

둘째, 학령기 아동을 위한 구강건강 프로그램이 구강 건강 행

동에 미치는 향을 파악한다. 

셋째, 학령기 아동을 위한 구강건강 프로그램이 구강 건강 신

념에 미치는 향을 파악한다. 

넷째, 학령기 아동을 위한 구강건강 프로그램이 구강 건강 자

기효능에 미치는 향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구강건강 프로그램 적용 참여군과 소책자를 활용

한 구강 관련 지식 전달 조군에게 구강 건강 관련 지식, 태도,

신념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비교한 비동등성 조군 전후 설

계이다.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D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에 구강건강 프

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 학교장 및 보건

교사와 담임교사의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 다. 

국내에서 아동을 상으로 구강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유사한연구에서효과크기는중간크기 다. 본연구에서요구되

는 표본수는 Hulley, Cummings, Browner, Grady와 New-

man (2007)을근거로계산하 다. 독립표본t검정을위한Two-

sided a=.05 , 1-b=.08, 효과크기 0.5일 때, n=64 다. 초등학

교 1개 학급은 30여명 정도이므로, 두 학급을 선정할 수도 있으

나, 중도 탈락자나 미흡한 자료 발생에 비하여 1개교 6학년 3

개 반 105명을 참여군으로 선정하고 조군으로 같은 지역의

초등학교1개교 6학년 3개 반 107명을 선정하 다. 

연구 도구

구강 건강 지식

Lee (2001)와 Choi (2003)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지식을

측정하는데 사용한 도구를 토 로 간호학 전공 교수 2인이 구

강 건강에 관한 지식을 묻는 11문항을 선정하고, 3회의 토의 과

정을 통해서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 다. 이렇게 개발된 측정 도

구로 예비조사를 실시하 고,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서 학령기

아동에게 적합한 문항으로 최종 수정 후 완성하 다. 각각의 문

항에 하여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총점을 계산하며, 점

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의 Cronbach’s a=.701이었다. 

구강 건강 행동

Lim (2002)과 Kim (2003)이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행동을

측정하는데 사용한 도구를 토 로 간호학 전공 교수 2인이 구

강건강에 관한 지식을 묻는 12문항을 선정하고, 3회의 토의 과

정을 통해서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 다. 이렇게 개발된 측정도

구로 예비조사를 실시하 고,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서 학령기

아동에게 적합한 문항으로 최종 수정 후 완성하 다. 평소 구강

건강 행동을 묻는 12문항 각각에 하여 항상, 자주, 가끔, 아

니다 4점 척도 중에 표시하도록 하 다. 점수가 높을수록 평소

구강건강 행동이 바람직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 Cronbach’s a=.797이었다. 

구강 건강 신념

Lee (2001)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관련 신념 조사에 사용된

도구를 토 로 간호학 전공 교수 2인이 구강건강 관련 신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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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 25문항을 선정하고, 3회의 토의 과정을 통해서 내용 타당

도를 확보하 다. 이렇게 개발된 측정도구로 예비조사를 실시

하 고,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서 학령기 아동에게 적합한 문항

으로최종수정후 완성하 다. 25문항은구강건강신념감수성,

구강건강신념 심각성, 구강건강신념 유익성, 구강건강신념 중

요성, 구강건강신념 장애성 등 5개 역 각 5문항으로 이루어

졌다. 25문항 각각에 하여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아니

다(1점)까지 자신의 태도를 표시하도록 하 다. 각 역의 점수

합계가 높을수록 각 역에 하여 높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의신뢰도Cronbach’s a=.760이었다.

구강 자기효능

Becker, Stuifbergen과 Oh (1993)의 도구를 Lee (2001)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행위에 한 자기효능을 파악하

기 위해 선별하여 사용한 8문항을 간호학 전공 교수 2인이 검

토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령기 아동에게 적합한 문항

으로 판단되어 그 로 사용하 다. 8문항 각각에 하여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아니다(1점)까지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 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810이었다. 

연구 진행 절차

본 연구에서 실험군에게 적용한 구강건강 프로그램은 다음

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개발하 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학령기

아동을 상으로 실시된 구강건강 프로그램들을 연구 참여교

수 2인이 검토하여 구강보건교육과 칫솔질 지도를 중심으로 하

는 구강건강 프로그램의 초안을 작성하 다. 그리고 본 구강건

강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한 학교의 협조, 물리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참여 초등학교를 선정하 다. 참여 초등학교 선정 후

에 다시 해당 초등학교의 교감 또는 교무주임과 보건교사, 연구

참여교수가 함께 회의를 통하여 구강보건 프로그램 실시 요일

및 시간, 칫솔질 지도 등의 구체적 방법을 검토하여 프로그램

일시를 구체화하고 방법을 재조정한 후, 해당 초등학교 교장의

최종 허가를 구하 다. 그 결과, 본 연구의 구강건강 프로그램

은 5주간 통합적 구강건강 교육(주 1회)과 구강건강 생활습관

실천 지도(주 3회)로 구성하 다(Table 1, 2).

첫 주에는 연구자가 참여군과 조군 학급을 각각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 비 유지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자기

기입식의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강 건강에 관한 교육 자

료와 칫솔질 기록표가 실려 있는‘구강 수첩’을 배부하 다. 

참여군에게는 향후 프로그램 진행에 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후 칫솔, 치약, 3분 모래시계, 양치컵, 일회용 구강 미러

등의 구강용품을 지급하여 구강 건강 행동에 한 동기를 고무

시켰다. 

이후 5주까지 참여군에게는 바른 칫솔질의 시범과 지도, 프

라그(Disclosing agent)에 한 실험, “구강에 좋은 음식과 나

쁜 음식 파티”, 구강 건강 퀴즈와 시상식 등을 포함하는 주 1회

1시간의 통합적 구강 건강 교육을 실시하 다. 

학령기 아동을 위한 구강건강프로그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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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Orientation &

pretest
Monday
(1 week)

Wednesday
(1 week)

Thursday
(1 week)

Friday
(1 week)

2-5
weeks

Ceremony of
awarding prize

Post
test

Experimental Pretest/posttest O O
group Education/event O Repeat O

Brushing guide O O O Repeat
Control Pretest/posttest O O
group Education brochure O

Table 1. Dental Health Program

Week
Lecture content 

(45 min/1 session/week )
Brushing guide

(50 min/3 session/week)

1 Orientation of dental health program, questionnaire (pre-test) - Every monday, Wednesday, Friday 
2 Dental plaque examination with disclosing tablet - Heck teeth brushing method individually

Dental caries - Stamp for positive reinforcement 
3 Good brushing method 
4 Party with bad food & good food 
5 Quiz of dental health knowledge 
6 Questionnaire (post-test) 

Ceremony of awarding prize

Table 2. Content of Dental Health Program for Participant Group



총 5주간의 연구 기간 동안 참여군 학급에는 매주 3회 간호

학 전공연구보조원들이초등학교의점심시간에방문하여식후

칫솔질을 지도하고 확인하 다. 

마지막주에는참여군과 조군모두사후조사를실시하 다.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

리 하 고, 유의성은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하 다. 상

자의 일반적 특성 및 구강 관련 특성에 관한 동질성 검정은 c2-

test와 t-test로 분석하 다. 

구강건강 프로그램을 적용한 참여군과 조군에 한 가설

검정은 t-test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상자의일반적특성및구강관련특성에관한동질성검정

구강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참여군과 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한동질성을검정한결과(Table 3) 성별, 개인칫솔보

유 여부, 치과 방문 경험(과거 경험 여부와 최근 1년간 경험 여

부), 간식 섭취 횟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 한 상자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구강건강 프로그램 참여 전 참여군과 조군의 구강건강 관

련 특성에 관하여 동질성 검정을 한 결과(Table 4), 인지된 심

각성 항목에 있어서 참여군과 조군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구강건강 신념의 하부 항목인 심각성은 조군이 참여군보

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구강건강 관련 특성

인 충치 수, 구강건강 관련 지식, 행동, 자기효능감, 감수성, 유

익성, 중요성, 장애성, 구강건강 신념 총점 등의 구강관련 특성

에 있어서 참여군과 조군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심

각성을 제외한 부분의특성에서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프로그램 실시 후 참여군과 조군의 구강건강 지식, 행동,

자기 효능, 건강신념의 차이

구강건강 프로그램 실시 후 참여군과 조군의 구강건강에

52 안혜 ∙이꽃메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6(1), 2010년1월

*Fisher’s exact test.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n (%) n (%)

Gender Male 49 (46.7) 56 (53.3) 0.682 .409
Female 56 (52.3) 51 (47.7)

Personal Have 102 (49.3) 105 (50.7) 0.225 .636*
tooth-brush Not have 3 (60.0) 2 (40.0)

Dental clinic visit Yes 102 (97.1) 106 (99.1) 1.085 .304
experience (ever) No 3 (2.9) 1 (0.9)

Dental clinic visit Yes 43 (47.8) 47 (52.2) 1.306 .520
experience No 62 (51.7) 58 (48.3)
(within 1 yr)

Snack No 33 (56.9) 25 (43.1) 6.133 .105
1/day 42 (55.3) 34 (44.7)
2 more/day 30 (40.0) 45 (60.0)

Table 3.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General
characteristics

c2 p

Oral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n Mean SD    t p

Decayed teeth Experimental 56 2.46 1.477 -0.498 .620
Control 49 2.61 1.565

Knowledge of oral health Experimental 105 8.70 1.193 -1.544 .124
Control 103 8.97 1.375

Behavior of oral health Experimental 100 32.59 5.561 -0.064 .949
Control 102 32.63 4.856

Self efficacy of oral health Experimental 105 28.08 5.264 -0.032 .975
Control 103 28.10 4.093

Perceived sensitivity Experimental 102 12.75 3.842 -0.854 .394
Control 103 13.17 3.166

Perceived severity Experimental 103 16.84 3.155 -2.640 .009
Control 103 17.97 2.965

Perceived benefit Experimental 103 20.53 3.162 -0.058 .954
Control 104 20.56 2.748

Perceived importancy Experimental 99 14.52 3.387 0.508 .612
Control 102 14.27 3.470

Perceived disability Experimental 100 12.77 3.928 -0.274 .784
Control 103 12.92 3.994

Oral health belief in total Experimental 96 77.30 10.832 -1.016 .311
Control 99 78.80 9.926

Table 4. Homogeneity Test of Oral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관한 지식, 행동, 신념, 자기효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5)과 같다. 

학령기 아동들을 상으로 구강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구강건강 관련 지식에서 참여군(10.37±0.833)이 조군(9.14

±1.253)보다 유의하게 지식 점수가 높았다(t=8.317, p<.001).

구강 관련 행동에서도 참여군(36.32±5.762)이 조군(33.49

±4.587)보다유의하게지식점수가높았다(t=3.829, p<.001).

그러나 구강건강에 관한 자기효능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건강신념 유익성에서 참여군은 평균 22.68±2.925로

조군의 평균 21.13±2.990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t=3.778 p<.001). 그러나 건강신념의 하부 개념

인 감수성, 심각성, 중요성, 장애성(t=-1.816, p=.071), 건강 신

념 총점에서는 참여군과 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구강건강 프로그램 참여 전후 구강건강 지식, 행동, 신념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프로그램 참여군은 구강건강 프로그램 참여 후‘구강건강 지

식(1.663±1.202)’, ‘구강건강 행동(3.717±4.766)’, ‘자기 효

능감(0.840±3.550)’, ‘구강건강신념 감수성(0.711±3.010)’,

‘구강건강신념 심각성(1.224±3.881)’, ‘구강건강신념 유익성

(2.032±3.331)’, ‘전체 구강건강신념(4.845±9.420)’은 프로

그램 참여 전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프로그램 참여 후에

점수가 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구강건강신념중요성(0.686±

3.436)’과‘구강건강신념장애성(0.385±3.471)’역시프로그램

참여후에 점수가 높아졌지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6).

논 의

5주간의 구강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의 구강건강 지식, 행동, 신념, 자기효능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

한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본 구강건강프로그램이 학령기 아동

들의 구강건강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

여주었다. 초등학교 5학년을 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

연구에서도(Lee et al., 2004) 보건교육 실시 후 구강보건지식,

구강건강관리태도 및 행동 등이 증가하 다. 

본 연구에서 조군 학교의 초등생을 상으로 한 구강보건

프로그램에서는 구강 건강 교육 수첩을 통해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고, 양치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양치질 실시에

한 실천 여부를 표시하게 하 다. 그러나 참여군 학교의 초등

학생들에게는단순보건교육을통한지식전달에서그치지않고

구강건강에 관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 치아착색제(den-

tal disclosing agent)를 이용한 아동 본인의 구강 상태를 관찰

하게 하여 구강위생에 한 민감성과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수

학령기 아동을 위한 구강건강프로그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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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 n Mean SD t p

Knowledge of Experimental 101 10.37 0.833 8.317 <.001
oral health Control 106 9.14 1.253

Behavior of Experimental 95 36.32 5.762 3.829 <.001
oral health Control 107 33.49 4.587

Self efficacy of Experimental 100 28.85 5.422 0.903 .368
oral health Control 106 28.21 4.788

Perceived Experimental 99 13.54 3.960 -0.207 .836
sensitivity Control 105 13.65 3.772

Perceived Experimental 100 18.17 4.033 -1.000 .319
severity Control 104 18.68 3.230

Perceived Experimental 97 22.68 2.925 3.778 <.001
benefit Control 104 21.13 2.990

Perceived Experimental 100 15.20 4.038 0.842 .401
importancy Control 101 14.73 3.826

Perceived Experimental 100 13.17 3.926 -1.816 .071
disability Control 105 14.21 4.251

Health belief Experimental 94 82.31 11.139 0.248 .804
Control 98 81.91 11.196

Table 5. The Differences in Oral Health Knowledge, Behavior,
Self-efficacy between Two Groups

Mean

Pre-test Post-test

Knowledge of dental health 101 8.70±1.213 10.37±0.833 1.663±1.202 13.904 <.001
Behavior of dental health 90 32.51±5.601 36.22±5.875 3.717±4.766 7.397 <.001
Self efficacy of dental health 100 28.01±5.302 28.85±5.422 0.840±3.550 2.366 .020
Perceived sensitivity 97 12.75±3.905 13.46±3.966 0.711±3.010 2.327 .022
Perceived severity 98 16.87±3.226 18.09±4.034 1.224±3.881 3.123 .002
Perceived benefit 95 20.60±3.154 22.63±2.936 2.032±3.331 5.945 <.001
Perceived importancy 94 14.42±3.431 15.11±4.113 0.686±3.436 1.936 .056
Perceived disability 96 12.71±3.947 13.09±3.934 0.385±3.471 1.088 .279
Dental health belief (total) 87 76.84±10.933 81.69±11.122 4.845±9.420 4.797 <.001

Table 6. Changes in Dental Health related Knowledge, Behavior, Belief among Experimental Group

n
Differences
(Mean±SD)

t p



업, 다양한 퀴즈로 구강건강에 한 흥미를 유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는 수업, 구강건강행동 실천 기술을 시범, 교육

하 다. 뿐만 아니라 치약, 칫솔, 양치컵, 구강관찰용 미러, 양

치용 모래시계 등 구강 건강 용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여 구강

건강 행동을 위한 동기를 고취시켰고, 주 3회씩 점심시간에 간

호 학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양치질의 실천을

격려하고 직접 지도 확인함으로써 구강건강프로그램 안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기효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

었다고 생각된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상으로 Pender의

건강증진 모형을 기초로 7개의 인지 지각변수가 건강증진행위

에 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연구에서(Hong, 2006) 자기

효능은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는 가장 주요 변수 다. 경남 초

등학교 6학년을 상으로 한 자기효능과 건강증진 행위와의 관

계에 관한 연구에서도(Kang & Park, 2004) 자기효능 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건강증진행위 정도도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효

능과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는 3회씩 점심시간에 정적 상관관

계가 있었다. 자기효능이란 스스로 변할 수 있다고 믿는지 여부

로써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있는지의

여부와 시간이나 돈과 같은 외부요소가 변화를 허용하는지의

여부와 같이 사람들의 스스로에 한 평가에 기초를 둔다. 사람

들이 그들 자신을 향해 견지하는 태도로 표현되는 개인적인 가

치 판단도 자기효능의 일부분이다(Naidoo & Wilis, 2001). 이

렇게 자기효능이 건강증진행위에 커다란 향을 미치는 변수인

만큼, 향후 학생의 자기효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포괄적 건강증

진프로그램이좀더개발되고그효과가입증되어야할것이다.

특히 본 프로그램에서는 식후 칫솔질 여부를 맞춤 제작한 구

강수첩에 초등학생들 스스로 매일 일기식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자가 평가하게 하 다. 또한 주 3회씩 4주 동안 참

여군의 초등학교 점심식사 시간에 바른 잇솔질을 훈련받은 간

호학과 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잇솔질의 행동을 격려

하고(칭찬 도장 찍어주기), 바른 잇솔질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

여 식후 잇솔질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 다. 이는 본 프로

그램이 식후 칫솔질 여부를 스스로 기록하도록 하여 지속적으

로 평가, 격려하고 학교에서의 점심식사 후 잇솔질을 훈련받은

간호학과 학생이 직접 지도하도록 하여 식후 잇솔질을 실천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 구강보건 지식이 높고, 태도가 긍정적이

고, 행동이 적극적이었다는 연구 결과(Kim et al., 2004)와도

일치하여 학교에서 점심 급식 후 잇솔질의 직접 지도가 매우 중

요함으로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구강건강 프로그램 실시한 참여군이 구강보건

지식을 인쇄매체를 통하여 전달한 조군보다 구강건강 지식,

행동, 지각된 유익성에 있어서 점수가 높고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자기 효능감이나 민감성, 심각성, 중요성, 장애성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경북지역 초등학

생을 실험군으로 하여 4주간의 구강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하여아무것도적용하지않은 조군과비교한연구에서는(Son,

2003) 실험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은 조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보다 구강보건 지식, 행위 정도가 높고 구강위생상태가 좋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여타 연구와 달리 참여군과 조군

의 차이가 비교적 적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서는 조군에게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군에게도 구강 건강

교육내용이담긴휴 하기좋은미니수첩(소책자)를통하여단

순 지식을 전달한 것이 어느 정도 구강건강 관련 요인들에 긍정

적 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잇솔질 방법을

직접 본보기를 보 을 때가 동화책이나 책자의 본보기를 보

을 때보다 상자의 구강위생상태가 더 청결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Kim et al., 2004) 본 프로그램처럼 잇

솔질 방법에 관하여 인쇄매체를 통한 교육보다는 직접 시범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초등학생의 구강

보건관리를 위한 인식과 실천 수준이 학교의 구강보건교육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온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Kim & Chun,

2003) 향후 구강건강프로그램은 인쇄매체를 통하여 단순 지식

을 전달하는 교육을 넘어서서 다양한 교육방법을 동원하고 다

양한 기회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4년 보건교사를 상으로 한 22개 학교건강증진 프로그

램 실시 상태 조사연구에서(Kim, Lee, & Park, 2005) 구강보

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31.3%로 현재 실시

율에 있어서는 4위를 나타냈으며, 구강보건 프로그램 요구도에

있어서는 6위를 나타내고, 특히 초등학교에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

록 학교 현장에서의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D 지역 초등학교 2개교 6학년 학생을 상으

로 참여군에게는 5주간의 통합적 구강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조군에게는 구강건강 관련 단순 지식을 전달하 다. 그 결

과 참여군의 구강건강 지식, 행동, 감수성, 심각성, 유익성, 구

강건강신념(전체), 구강 자기효능은 프로그램 참여 후 유의하게

증가하여 본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입증하 다. 다양한 구강건

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 참여군과 단순 지식을 전달한 조

군의 차이는 참여군의 지식, 행동, 유익성이 조군보다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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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구강건강 관련 자기

효능, 민감성, 심각성, 중요성, 장애성 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조군에게도 구강건강 관련 지식을 전

달한 효과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장기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가장 효과적인 구강건강 프로그램 및 기간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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