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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네트워크 통신망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사용의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스마트폰은 전화기의 통신 수단을 뛰어 넘어 교육에서도 많은 활용을 하고 있다. 국내․

외적으로 구강보건교육 관련 자료 및 정보는 유투브나 블로그 등 무궁무진한 정보의 홍수에 있다. 여기서 정확하고 고등학생 대

상이 직접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을 스마트폰 활용 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

상으로 구강보건 관련된 경험을 통해 구강보건교육 실행 계획을 실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구

강보건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구강보건교육(oral health education), 스마트폰(smartphone), 고등학생(high-school student)

I. Introduction

2012년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결과 초중고 학생(6~19세)

에서 스마트폰 소지율은 64.5%에 달한다고 한다. 스마트폰의 대중화

와 모바일 발달 기술과 속도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 스마트

폰의 용도는 서로의 송신수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 

사용되어 지고 있다. 그 중에 교육과 관련된 많은 컨텐츠와 함께 

융합되어 학생들에게 활용되어지고 있다.   

교육에서의 스마트폰의 장점 중에서 학습자 개인의 시간과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관심 부분을 스스로 찾아 지식을 전달 받음으로서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둘 다 겸비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하겠다. 고등학교 시기에는 치아우식증과 치은염이 발생이 빈도가 

높은 시기이며, 많은 신체 활동으로 충분한 에너지 보충이 필요하여 

간식 또는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구강에 세균들의 활동이 활발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구강관리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요즈음 평균수명이 100세를 넘어 120세까지 수명들이 늘어남에 

따라 만 6세에 나온 치아는 100세 기준이면 96세를 먹는 것이다.

고등학교 시기에 구강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면 성인이 되어서 치아

상실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노인이 되면 저작 문제 발생하고 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전신질환이라는 연장선까지 이르기에 고등학생의 구강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구강보건교육은 고등학생에 맞는 구강관리에 대해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구강상태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시키고, 그에 따른 동기유발을 함으로

써 행동을 유발하는 과정이다. 구강보건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고등학생의 욕구 조사를 통해 구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

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II. Materials and method 

연구대상은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여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32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학생들의 동의를 구한다음 

결과지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자체 제작하였으며, 

통계는 IBM SPSS Statistics 22.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문항의 전체 신뢰도 분석 결과는 Cronbach’s a=0.925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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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esults and discussion

1. 경험도

구강보건교육은 경험여부와 상관없이 50.0%였고, 불소도포, 스케

일링, 치아교정은 경험이 없는 학생이 각각 48.8%, 9.0%, 41.6%의 

차이를 보였고, 치면열구전색과 치과방문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5.4%, 

60.8%의 차이를 보였다.

Experience o x

OHE 166(50.0%) 166(50.0%)

F-application 85(25.6%) 247(74.4%)

Scaling 151(45.5%) 181(54.5%)

Sealant 175(52.7%) 157(47.3%)

Visiting clinic 267(80.4%) 65(19.6%)

Orthodontics 97(29.2%) 235(70.8%)

Table 1. Experience of the subject

2. 주관적 구강상태과 구강보건교육 자료의 필요성

본인의 주관적 구강상태는 평균 3.73±0.93로 나타났고, 구강보건교

육 자료의 필요성은 4.75±0.48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1학년 여학생은 치과에 방문한 경험이 80.4%로 거의 

치과를 다녀온 경험이 있다. 보다 효과적이고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높이며 동기유발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활용으로 다양한 교육방법

과 교육내용의 연구가 추후 더 이루어져야 하겠다. 

IV. Conclusions

구강보건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매

체는 교육자가 학습전달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습자와의 의사소통에 관여한다. 따라서 고등학생 구강보건교

육을 위하여 구강건강에 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스마트폰 활용을 

한 많은 교육매체의 개발과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또한,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재미와 흥미를 갖고 현실에 알맞은 

다양한 구강보건교육용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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