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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o investigate the knowledge and recognition level of fluorine by teaching career among class teach-

ers, who are primarily responsible for oral health education, despite lack of expertise in oral health, by playing a

model role for students through continuous contacts with them, and provide basic elementary data about accu-

rate knowledge and how to correctly use fluorine remarkably effective in preventing dental caries.

Methods :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with 539 teachers at 21 elementary schools in Jinhae City

from September 1 to October 15, 2010, drawing the following conclusions. 

Results : 1. As for the channel for acquiring knowledge of oral health, the highest frequency was found in health

programs for respondents with less than 9 years of career, in dental clinics for those with 20 to 29 years of

career, and in PR booklets for those with 10 to 19 years and 30 years and longer of career. 2. Use of fluorine-

containing toothpaste and fluorine spread is very effective and effective in preventing dental caries got 64.9%,

72.2%, 72.3%, 77.7% and 54.0%, 63.1%, 62.2%, 69.7%, respectively, amo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with less

than 9 years, 10 to 19 years, 20 to 29 years, and 30 years and longer of career. 3. Intake of fluoride and tooth-

brushing with fluoric solution is very effective and effective in preventing dental caries got 33.3%, 40.1%, 39.5%,

55.3% and 50.0%, 54.9%, 48.8%, 69.7%, respectively, amo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with less than 9 years, 10

to 19 years, 20 to 29 years, and 30 years and longer of career. 4. Use of fluoric tablets is very effective and effec-

tive in preventing dental caries got 32.9%, 36.0%, 36.1%, 47.3%, respectively, amo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with less than 9 years, 10 to 19 years, 20 to 29 years, and 30 years and longer of career. 5. Most of the elemen-

tary school teachers knew the fact that fluorine increases dental resistance to cavity and prevents bacterial

growth but gave incorrect responses to properties of becoming basic nutrients or inducing recalcification.

Conclusions : Various types of application of fluorine during the elementary-level childhood experiencing the

most frequent dental caries will be very useful in improving oral health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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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기본요소인 구강건강을 파탄시키고 치아수명

을 단축시키는 대표적인 질환인 치아우식증은 치면세균

막 내의 세균이 음식물에 함유된 탄수화물을 대사하여

생산한 산에 의하여 법랑질의 무기질이 탈회되고, 유기

질이 파괴되는 치과조직질환으로, 도시 농촌 구별 없이

남녀노소가 겪고 있는 국민질환이며 세계 어느 곳에서

나 발생하는 감염성·범발성 질환이다1,2-5). 이러한 치

아우식증은 치아의 성분, 형태, 위치와 배열, 타액의 성

분, 점조도, 종족, 연령, 가족력 등의 영향을 받는 다인

성 질환으로 Keyes는 치면세균막의 미생물, 숙주의 치

질, 음식물의 당분과 같은 요인이 중복되어야만 치아우

식증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고, Newburn은 많은 동물

실험을 통하여 이들 3가지 요인 이외에 시간적 요인이

서로 연결되어 동시적으로 관여해야만 치아우식증이 발

생한다고주장하였다3,6-8). 이처럼치아우식증이발생되

기 위해서는 이들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될 것이

며, 이들 요소의 변화에 따라 치아우식증은 악화되거나

완화될수있을것이다.

치아우식증의 예방법은 불소이용, 치면열구전색, 치

면세균막 관리, 식이조절의 4단 치아우식예방법이 활용

되고 있으나, 이 중 불소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

이며 실천 가능성이 높다1,4).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불소의 치아우식증 예방작용 기전은 치면세균막의 집락

형성을 방해하고, 세균의 대사과정에 개입하여 치아표

면의 탈회를 야기하는 산의 생성을 감소시키며, 산에 의

한 탈회과정을 통해서 발생된 치아의 구조적 결함을 복

구시키는작용을한다9-12).

이러한 불소의 적용방법은 전신적 투여방법과 국소적

도포방법이 있다. 불소의 전신적 투여방법은 수돗물불

소농도조정사업, 불소정제 또는 불소시럽복용법, 소금

불화법, 소맥분불화법 등이 있고, 국소적 도포방법은 구

강보건전문가에 의한 불소용액도포법, 불소겔도포법,

불소이온도포법, 불소바니쉬도포법 등이 있으며, 구강

보건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불소도

포법으로는 불소세치제사용법과 불소용액양치법 등이

있다4,6). 불소의 전신적 투여방법인 수돗물불소농도조

정사업은 치아우식예방효과가 높고, 사업비용에 비하여

얻어지는 편익이 매우 크며, 사업수행에 기술적 어려움

이 적고 수혜자의 개인적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가장 우수한 치아우식예방사업으로 인정받고 있

다13,14).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불소가 보충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불소용액양치

사업이 실천성이 높은 사업이라 결론하고, 각국에 불소

용액양치사업을 적절히 발전시키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있는불소배합세치제의사용을권장하고있다12,15).

이처럼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소를

이용한 활용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효과적인 불소의 이

용방법과 예방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불소의 pH, 농

도, 적용시간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연구는 다수 보고

된바있다16-20). 

평생 동안 치아우식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

교 아동기 시절은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조

성되는 시기로 올바른 잇솔질 교육과 치면열구전색, 다

양한 불화물을 활용한 불소용액양치를 통하여 향후 구

강건강의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21). 불소

용액양치는 전문가불소도포나 치면열구전색과 같이 수

동적이거나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학동 스스로가 행

하게 함으로써 치아우식증 예방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

키고 아울러 구강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학교보건업무 전체를 수행하고

있는 양호교사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보건교육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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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teachers to get correct recognition of fluorine through supplementary and job training based on technical

knowledge and various educational materials so that they, who are directly responsible for health management

through continuous contacts with students, can understand how to correctly use fluorine and get accurate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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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

며, 학생들의 구강보건지식과 구강건강관리습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치

아우식증 예방에 대한 불소의 역할에 관한 지식이 아직

까지 부족하여 아동들의 치아우식증 예방에 지장을 초

래하고있다22). 또한 약간의훈련만받으면손쉽게수행

할 수 있는 불소용액양치사업을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서는 오히려 번거로워 하며 이로 인해 불소용액양치사

업학교로 지정을 받고서도 실제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가많다고보고되고있다13,23,24).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인이 될 아동의 구강건강장애를

유발시키는 중대 구강병인 치아우식증을 효율적으로 예

방할수 있는 다양한불화물의활용은이를 담당할학급

담임교사들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유명

무실할 수밖에 없다. 학급교사들의 교육경력에 따라 교

사발달의 특성이 다르고 전문성 신장을 위해 요구되는

직무연수의 내용이나 방법도 다를 수 있고, 불소와 관련

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보를 접촉한 경험여부가

불소에대한인식에 영향을미칠수 있을 것으로사료되

어, 교사의 발달 단계를 교직 연수 10년 단위로 나누어

각 단계의 특성을 기술한 Newman의 교사발달 단계모

형의이론에근거하여교육경력의기준을구분하였다25).

구강보건이라는 전문성은 결여되지만 학생들과 지속적

인 생활을 하며 학생들에게 모범적 역할을 하는 구강보

건교육의 1차적 책임자인 학급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경력별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와 지식정도를 파악한 후

향후 치아우식증 예방에 확실한 효과를 보이는 불소에

대한정확한지식을 가질수 있는 교육자료마련과더불

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연구를시행하게되었다. 

2.1. 연구대상

진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21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전체 교원 62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회수된 설문

지는 552부이었고, 실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회수된

자료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연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신뢰성이의심스러운자료를제외한 539부를최

종분석에사용하였다. 

2.2. 연구방법

2010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연구대상지역으

로 선정된 초등학교의 보건교사를 경유하여 초등학교

교사에게 개별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한 후 수거하였

다. 설문지의 배포와 수거는 택배회사를 통하였고, 보건

교사가 우편으로 받아서 배포한 후 다시 수거하여 우편

으로 보내주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여러 선학

들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기존 연구의 문헌고찰을 통하

여 얻은 자료를 참고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였

다. 연구내용은 일반적인 특성, 구강보건지식 습득경로,

구강위생유지 목적, 불소배합세치와 불소도포, 불화음

료 섭취, 불소용액 양치, 불소정제 복용과 치아우식증

예방효과 여부, 불소에 대한 지식문항으로 불소의 충치

저항성, 불소의 세균성장 억제 여부, 충치회복 여부 등

에관한내용을조사하였다. 

2.3. 통계분석

539부를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12.0 for Win-

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교육경력별 구강보건지

식 습득경로, 구강위생유지 목적, 불소배합세치와 불소

도포, 불화음료 섭취, 불소용액 양치, 불소정제 복용과

치아우식증 예방효과 여부, 불소의 충치저항성, 불소의

세균성장 억제 여부, 충치회복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은

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고, 문항의 신뢰도 분

석(Cronbach’s α:0.769)을실시하였다.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539명 중 남성은 21.2%, 여성은 78.8%

였고, 연령은 29세 이하가 32.1%, 30세에서 39세

36.7%, 40세에서 49세 16.0%, 50세 이상이 15.2%였

고, 교육경력은 9년 미만이 41.2%, 10년에서 19년

22.6%, 20년에서 29년 22.1%, 30년 이상이 14.1%로

조사되었다<표 1>. 

박홍련·구인영·문선정 61



3.2. 구강보건지식 습득경로

구강보건지식 습득경로는 홍보책자가 24.5%로 가장

높았고, 치과의원이 23.4%였으며, 건강프로그램

20.4%, 보수교육 16.1%, 구강용품 광고 7.1%, 기타

6.4%, 학교순회구강보건교육이 2.2%였다. 교육경력별

구강보건지식 습득경로는 9년 미만 교육경력 초등교사

에서는건강프로그램이 27.5%로가장높았고, 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는 홍보책자가 27.9%로 가장 높

았으며, 20~29년 교육경력초등교사에서는치과의원이

26.9%, 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는 홍보책자

가 28.9%로 가장 높았다. 교육경력별 구강보건지식 습

득경로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는없었다<표 2>. 

3.3. 불소배합세치제 사용 및 불소도포의 치

아우식증 예방효과에 관한 견해

불소배합세치제 사용과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에 관한

교육경력별 견해는‘불소배합세치제 사용이 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이다’가 9년 미만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55.9%였고, 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60.7%였

으며, 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60.5%, 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56.6%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불소도포와 치아우식증 예방효과

에관한교육경력별견해는‘불소도포가치아우식증예

방에 효과적이다’가 9년 미만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45.0%였고, 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51.6%였

으며, 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49.6%, 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53.9%였고, 통계적으로

62 진해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른 불소이용법의 효과 및 지식도 조사연구

교육경력
조사대상

교사수
치과의원 보수교육

학교순회구강

보건교육
구강용품광고 홍보책자 건강프로그램 기타 p값*

전체 539 126(23.4) 87(16.1) 12(2.2) 38(7.1) 132(24.5) 110(20.4) 34(6.4) 0.553

9년미만 222 49(22.1) 34(15.3) 2(0.9) 14(6.3) 45(20.3) 61(27.5) 17(7.7)

10~19년 122 28(23.0) 22(18.1) 4(3.3) 9(7.4) 34(27.9) 17(13.9) 8(6.6)

20~29년 119 32(26.9) 19(15.9) 4(3.4) 9(7.6) 31(26.1) 20(16.8) 4(3.4)

30년이상 76 17(22.4) 12(15.8) 2(2.6) 6(7.9) 22(28.9) 12(15.8) 5(6.5)

표 2. 교육경력별 구강보건지식 습득경로 단위 : 명(%)

* p값은카이제곱(Chi-square) 검정결과임. * p＜0.05

특성 구분 응답자수 백분율

전체 539 100.0

성별 남성 114 21.2

여성 425 78.8

연령 29세이하 173 32.1

30~39세 198 36.7

40~49세 86 16.0

50세이상 82 15.2

교육경력 9년미만 222 41.2

10~19년 122 22.6

20~29년 119 22.1

30년이상 76 14.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유의한차이는없었다<표 3>.

3.4. 불화음료 섭취, 불소용액양치, 불소정제

복용의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에 관한 견해

불화음료 섭취와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에 관한 교육경

력별견해는‘효과가조금은있다’가 9년미만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53.2%, 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45.9%, 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44.5%였고,

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는‘효과적이다’가

47.4%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불소

용액 양치와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에 관한 교육경력별

견해는 9년미만교육경력초등교사와 20~29년 교육경

력 초등교사에서는‘효과가 조금은 있다’가 각각

44.6%와 46.2%였고, 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와

30년 이상교육경력초등교사에서는‘효과적이다’가각

각 45.9%와 50.0%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불소정제 복용과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에 관한

교육경력별 견해는 불소정제 복용이 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가 조금은 있다’가 9년 미만 교육경력 초등교사에

서 50.0%, 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50.8%,

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47.1%, 30년 이상 교

육경력 초등교사에서는 38.2%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차이는없었다<표 4>.

3.5. 불소에 대한 지식도

교육경력에 따른 불소에 대한 지식도는 <표 5>와 같

다. 불소는 치아의‘충치저항성을 높여준다’는 항목에서

맞는 응답자율은 9년 미만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72.5%, 10~19년교육경력초등교사에서76.2%, 20~29

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81.5%, 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는 81.6%였으며, ‘구강내 세균성장을 억제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맞는 응답자율은 9년 미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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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불화음료 섭취, 불소용액 양치, 불소정제 복용의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에 관한 교육경력별 견해 단위 : 명(%)

* p값은카이제곱(Chi-square) 검정결과임. * p＜0.05

항목
/

교육
경력

불화음료 섭취 불소용액 양치 불소정제 복용

매우

효과

효과

있다

조금

효과

효과

없다
p값

매우

효과

효과

있다

조금

효과

효과

없다
p값

매우

효과

효과

있다

조금

효과

효과

없다
p값

9년
미만

10(4.5) 64(28.8) 118(53.2) 30(13.5) 0.146 13(5.9) 98(44.1) 99(44.6) 12(5.4) 0.016* 8(3.6) 65(29.3) 111(50.0) 38(17.1) 0.418

10~
19년

7(5.7) 42(34.4) 56(45.9) 17(13.9) 11(9.0) 56(45.9) 51(41.8) 4(3.3) 6(4.9) 38(31.1) 62(50.8) 16(13.1)

20~
29년

9(7.6) 38(31.9) 53(44.5) 19(16.0) 14(11.8) 44(37.0) 55(46.2) 6(5.0) 6(5.0) 37(31.1) 56(47.1) 20(16.8)

30년
이상

6(7.9) 36(47.4) 26(34.2) 8(10.5) 15(19.7) 38(50.0) 22(28.9) 1(1.3) 8(10.5) 28(36.8) 29(38.2) 11(14.5)

항목/

교육경력

조사대상

교사수

불소배합세치제 사용 불소도포

매우 효과 효과 있다 조금 효과 효과 없다 p값 매우 효과 효과 있다 조금효과 효과 없다 p값

전체 539 64(11.9) 313(58.1) 151(28.0) 11(2.0) 0.069 61(11.3) 263(48.8) 182(33.8) 33(6.1) 0.421

9년미만 222 20(9.0) 124(55.9) 75(33.8) 3(1.4) 20(9.0) 100(45.0) 88(39.6) 14(6.3)

10~19년 122 14(11.5) 74(60.7) 32(26.2) 2(1.6) 14(11.5) 63(51.6) 39(32.0) 6(4.9)

20~29년 119 14(11.8) 72(60.5) 28(23.5) 5(4.2) 15(12.6) 59(49.6) 36(30.3) 9(7.6)

30년이상 76 16(21.1) 43(56.6) 16(21.1) 1(1.3) 12(15.8) 41(53.9) 19(25.0) 4(5.3)

표 3. 불소배합세치제 사용 및 불소도포의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에 관한 교육경력별 견해 단위 : 명(%)

* p값은카이제곱(Chi-square) 검정결과임. * p＜0.05



경력 초등교사에서 71.2%, 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

에서 63.9%, 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73.1%,

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는 73.7%였다. ‘불소

는 치아형성에 기본영양소이다’는 항목에서 맞는 응답자

율은 9년 미만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14.9%, 10~1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13.9%, 20~29년 교육경력 초등

교사에서 14.3%, 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는

25.0%였으며, ‘미세한 충치를 회복시킨다’는 항목에 대

해서 맞는 응답자율은 9년 미만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24.8%, 10~19년교육경력초등교사에서 23.8%, 20~29

년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33.6%, 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는 21.1%였다. 교육경력에 따른 불소에 대

한지식도는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불

소의 사용이며, 불소는 세균의 생합성대사와 에너지를

억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26,27). 치아우식증 예방

을 위한 불소용액의 pH, 농도, 적용시간 및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와 치아우식증 예방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불화물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16,17). 그러

나 불소에 대한 불완전한 의학병력, 잘못된 데이터분석

과 외국문헌의 오역을 바탕으로 불소의 작용에 대한 그

릇된 정보와 전반적인 지식도 부족으로 불소의 과학적

안전성 평가와 상관없이 불소화 반대운동이 조직화되

고, 정치문제화 되는 경우가 많아져 앞으로 불소를 이용

한 다양한 공중구강보건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1,5). 초등학교 아동기

는 평생 동안 치아우식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다양한 불화물을 활용한 불소용액양치를 통하여 향후

구강건강의향상에큰 도움을줄 수 있지만약간의 훈련

만 받으면 학급담임교사들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불

소용액양치사업을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오히려

번거로워 실제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

고 있다1,13,23,24). 이에 구강보건교육의 1차적 책임자인

학급교사들을 대상으로 치아우식증 예방에 확실한 효과

를 보이는 올바른 불화물의 활용방법과 더불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게되었다.  

교육경력별 구강보건지식 습득경로는 9년 미만 교육

경력 초등교사는 건강프로그램이 27.5%로 가장 높았

고, 10~19년교육경력초등교사는홍보책자가 27.9%로

가장 높았으며, 20~29년 교육경력 초등교사는 치과의

원이 26.9%, 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는 홍보책자

가 28.9%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 초등양호교사를 대상

으로한최등28)의 연구에서는보수교육이가장높은빈

도를 보였으며, 학급교사를 대상으로 한 Lang 등29)과

O’Neill30)의 연구에서는 치과의원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조사대상 초등교사의 경우 홍보책자와 치과의

원, 건강프로그램을 통하여 구강보건지식을 습득하는

빈도가 높았는데, 구강보건지식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위주의 보수·직무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다양한 교

육자료 개발과 보건소나 치과의원에서 구강보건지도 활

동을적극적으로수행할수 있는방안 모색이필요할것

으로사료된다. 

불소배합세치제 사용과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에 관한

견해에서 불소배합세치제 사용이 치아우식증 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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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교육경력에따른불소에대한지식도 단위 : % 

항목/
교육경력

치아의 충치저항성 구강 세균성장 억제 치아에 기본영양소 미세한 충치 회복

옳다 그르다 모른다 p값 옳다 그르다 모른다 p값 옳다 그르다 모른다 p값 옳다 그르다 모른다 p값

9년미만 72.5 2.7 24.8 0.500 71.2 7.2 21.6 0.715 14.9 34.2 50.9 0.372 24.8 32.0 43.2 0.412

10~19년 76.2 3.3 20.5 63.9 7.4 28.7 13.9 31.1 54.9 23.8 36.9 39.3

20~29년 81.5 2.5 16.0 73.1 5.9 21.0 14.3 35.3 50.4 33.6 27.7 38.7

30년이상 81.6 1.3 17.1 73.7 6.6 19.7 25.0 32.9 42.1 21.1 34.2 44.7

* p값은카이제곱(Chi-square) 검정결과임. * p＜0.05



‘매우 효과적이다’와‘효과적이다’는 견해는 9년 미만,

10~19년, 20~29년, 30년 이상에서 교육경력 초등교사

에서 각각 64.9%, 72.2%, 72.3%, 77.7%였다. 불소도

포와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에 관한 견해에서 불소도포가

치아우식증 예방에‘매우 효과적이다’와‘효과적이다’

는견해는 9년미만, 10~19년, 20~29년, 30년 이상교

육경력 초등교사에서 각각 54.0%, 63.1%, 62.2%,

69.7%였다. 불화음료 섭취와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에

관한 견해에서 불화음료 섭취가 치아우식증 예방에‘매

우 효과적이다’와‘효과적이다’는 견해는 9년 미만,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각각 33.3%, 40.1%, 39.5%, 55.3%였다. 불소용액 양

치와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에 관한 견해에서 불소용액

양치가 치아우식증 예방에‘매우 효과적이다’와‘효과

적이다’는 견해는 9년 미만,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각각 50.0%, 54.9%,

48.8%, 69.7%였다. 불소정제 복용과 치아우식증 예방

효과에 관한 견해에서 불소정제 복용이 치아우식증 예

방에‘매우 효과적이다’와‘효과적이다’는 견해는 9년

미만,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

사에서 각각 32.9%, 36.0%, 36.1%, 47.3%였다. 윤 등

31)과 최 등28)의 연구에서는 치아우식증 예방에 정기적

인 치과내원과 당분섭취 제한은 매우 효과적이나 다른

예방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고, 특

히 불소정제 복용과 치면열구전색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백 등6)의 연구에

서도 불소는 충치예방에‘효과가 있다’, 77.3%, ‘안전

하다’, 38.7%, ‘사용하고 싶지 않다’가 11.3%였고, 도

포 후 치아우식증 예방에‘효과가 있다’가 24.0%, ‘잘

모르겠다’가 20.0%였으며, ‘정기적인 도포를 하고자

한다’는 4.0%, ‘두 번은 도포하지 않겠다’가 0.7%였으

며, 불소를 적극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환자는 많지 않았

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불소의 치아우식증 예방효과

에 대한 인식유무에 따른 불소도포 희망여부를 살폈을

때‘예방효과가있다’라고인식한환자나보호자대부분

은 불소도포를 희망한다고 대답하였다. 조사대상 초등

교사들의 경우 다양한 불화물의 적용방법을 활용한 치

아우식증 예방효과에 관한 교육경력별 견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불소가 치아우식증 예방에

확실한 효과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불소의 사용법

과 효과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대중매체를 이용한 불소

의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

으로사료된다. 

조사대상 초등교사의 교육경력별 불소에 대한 지식도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불소에 대한 지식도

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불소가 치아의 충치저항성을 높여주고 세균성장을 억제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기본 영양소가 된다든지

재석회화를 유도하는 특성에 대해서는 부정확하게 답하

였고, 이는다른연구결과와비슷하였다28,31). 불소에대

한 지식도 변화를 조사한 이 등32)은 1993년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불소에 대한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개별적 또는 집단구강보건교육의 강화와 계속적인 보수

교육으로정확한치과지식을전달한 1998년조사대상자

대부분은 불소에 대한 지식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이처럼 불소의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에 대한

정확한 지식전달이 계속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홍보자료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급교사들의 교육경력에 따라

교사발달의 특성이 다르고 전문성 신장을 위해 요구되

는 직무연수의 내용이나 방법이 다를 수 있듯이 교육경

력별에 따른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자료의 개

발을 통해 결여된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연수회나 전

문적인 홍보책자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지

식전달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 초등교사들이 전체 학급교사를

대표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고, 설문지 자체

에 대한 거부감과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분배와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에는 지식도를 좀 더 정확히 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올바른 불소의 활용방법과

불소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초

및 교육자료 마련을 위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사료된다.

구강보건이라는 전문성은 결여되지만 학생들과 지속

적인 생활을 하며 학생들에게 모범적 역할을 하는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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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의 1차적 책임자인 학급교사들을 대상으로 교

육경력에 따른 불소의 지식과 인식정도를 파악하여, 치

아우식증 예방에 확실한 효과를 보이는 올바른 불소의

활용방법과정확한지식을가질 수있는 교육 및 기초자

료를마련하고자 2010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진

해시에소재하는 21개초등학교교사 539명을대상으로

개별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

은결론을얻었다. 

1. 구강보건지식 습득경로는 9년 미만에서는 건강프로

그램, 20~29년은치과의원, 10~19년과 30년이상에

서는홍보책자를통하여구강보건지식을습득하는빈

도가높았다.

2. 불소배합세치제 사용과 불소도포가 치아우식증 예방

에‘매우 효과적이다’와‘효과적이다’는 견해는 9년

미만, 10~19년, 20~29년, 30년 이상교육경력초등

교사에서 각각 64.9%, 72.2%, 72.3%, 77.7%와

54.0%, 63.1%, 62.2%, 69.7%였다.

3. 불화음료 섭취와 불소용액 양치가 치아우식증 예방

에‘매우 효과적이다’와‘효과적이다’는 견해는 9년

미만, 10~19년, 20~29년, 30년 이상교육경력초등

교사에서 각각 33.3%, 40.1%, 39.5%, 55.3%와

50.0%, 54.9%, 48.8%, 69.7%였다.

4. 불소정제 복용이 치아우식증 예방에‘매우 효과적이

다’와‘효과적이다’는 견해는 9년 미만,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교육경력 초등교사에서 각각

32.9%, 36.0%, 36.1%, 47.3%였다. 

5. 조사대상 초등교사 대부분은 불소가 치아의 충치저

항성을 높여주고, 세균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기본 영양소가 된다든지 재석회화를

유도하는특성에대해서는부정확하게답하였다.

치아우식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교 학령기

에 다양한불소의적용은 향후구강건강향상에큰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과 지속적인 생활을 하며,

직접적인 건강관리의 책임자인 학급교사들이 불소에 대

한 올바른활용방법과정확한지식을가질 수 있도록전

문적인 지식위주의 보수·직무교육과 다양한 교육자료

를 통하여 불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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