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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oral health knowledge in children

education institute teacher.

Methods : Data were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the children education institute teachers. Frequency analysis and χ2 test were

used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oral health education and utilizing media content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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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1. The teachers received the oral health education (94.3%) twice to five times.

2.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position and career of teacher in implementing oral health

education. 3. Most of the oral health education were done by the dentists. Tooth brushing method

was the most common education contents. Skill demonstration was the most common teaching

method. 4.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xperience and implementation of oral health

education. 5. Use of education media accounted for 74.1% in oral health education. The number

of media was more than two to five. 6. Self-devised media contents were the most commonly

used in oral health education. Visual materials, dentiform and tooth brush were the most common

contents in oral health education.

Conclusions :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ystematic and repetitive oral health education

curriculum for the children education institute teachers. The dissemination of media for oral care

is needed for oral health care knowledge acquisition.

Key Words : children education institute teacher, media of oral health education, oral health

education

색인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교육 매체 유아교육기관 교사: , ,

서론

유아기는 학령기 전으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육이 왕,

성하고 운동기능과 언어의 발달이 뚜렷하다 유아기는 자기.

중심적인 주장이 강한 시기이며 독립성과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유아의 초기에는 유치열이 완성되고 미.

맹출된 영구치는 석회화가 시작되며 저작기능이 발달되고

유치 우식발생이 빈발하기 때문에 구강관리가 필요하다 유.

아에게 발생하는 유치 우식증은 조기 상실의 원인이 되어

부정교합으로 진행되기 쉬우며 영구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1) 우리나라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의하면 세 유. 5

아의 유치우식 경험자율은 점진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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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나라와 비교해 볼. , ,

때 유아들의 우식경험자율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유아기의 구강관리는 학령기와 청소년의 구강건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올바른 구강관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러나 유아기는 스스로 구강관리를 잘 할 수 없으므로 주위의

도움을 받아 구강관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즉 유아를.

양육하고 지도하는 어머니와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에 의해

유아의 구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이는.

유아의 구강관리가 부모 및 양육자의 관심과 관리행위에 의

해 좌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아기에 유치 우식증이 많은.

경우 영구치 우식증도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치.

우식증이 발생하였을 때 바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부모나

양육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조기 발견과 조치 치료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기적 구강

검진의 필요성을 인지하여야 한다4) 유아기의 올바른 생활습.

관을 형성하는 책임과 의무가 부모와 유아교육기관 교사에게

있듯이 건강을 증진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부모와 유아교육

기관 교사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5) 김 등.
6)은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에 의한 유아들의 구강건강을 지도해야 할 책임과 중

요성을 강조하면서 관심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

다 최근에는 많은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보호와 교육.

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활하게 되는 유아들의 구강관찰도 자연

스럽게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에 이루어질 수 있다 문헌.
5-9)에

의하면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을 위한 구강건강 지침과 다양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

고 이 등10)과 나11)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교육 필요도 행태 등을 조사하여 지역사회와 연계,

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이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을 받.

음으로서 유아들의 구강특성에 맞는 계획적인 구강보건교육

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구강보, .

건에 관한 지식이 향상되고 구강관리 습관에 대한 태도 변화

가 일어나 구강건강 향상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유아들의 구강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육기

관 교사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

다 그리고 유아의 구강건강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육.

기관 교사들을 위한 적절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1.

연구대상은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하였으며 전라북,

도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년 월 일부터 월 일까290 . 2011 6 22 7 29

지 유아교육기관을 직접 방문을 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작성된 설문지를 자기기입식 방법에 의해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한 설. 290

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한 부 회수율212 ( 73%)

를 최종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2.

설문지 작성은 기존연구11-14)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수정보․
완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구강보건교육 실태에 관한7 ,

내용 문항 구강보건교육 매체 활용실태에 관한 내용 문항7 , 4

으로 측정하였다.

분석방법3.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일반Science Version 12.0) .

적 특성과 구강보건교육 실태 및 구강보건교육 매체 활용실

태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실시 유무 및 횟수 실태

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교육시 매체사용 유무와 보

유 실태는 기대빈도 이하인 셀이 이상이었기에 피셔의5 20%

정확확률 검정법 을 실시하였고 구강보건(Fisher's exact test) ,

교육 실시 횟수와 교사들의 구강보건교육경험 횟수와의 관련

성은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모든 검정을 위한 통계적 유의.

수준은 에서 실시하였다=0.05 .α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1.

유아교육기관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직책 학력, , , ,

교육기관 교육경력 학급수를 조사하였다 성별은, , <Table 1>.

여자 남자 로 여교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98.6%, 1.4% ,

연령은 대 와 대가 각각 대 이상이 순으20 30 39.6%, 40 20.8%

로 나타났다 교사의 직책은 정교사 보육교사. 59.9%, 33.0%

로 나타났으며 교사들의 최종학력은 전문대 졸업 대, 53.3%,

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34.9%,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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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민간기관 국공립기관 법인기관77.3%, 10.4%, 9.0%․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력은 년 이상 년 미만 년. 5 ~10 28.3%, 3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5 20.3%, 1 ~3 19.8%, 10

년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학급수는 학급17.0%, 1 14.6% . 7

이상 학급 학급 학급42.9%, 5~6 35.8%, 3~4 17.5%, 1~2 3.8%

순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 실태2.

유아교육기관의 구강보건교육 실태로 구강보건교육 실시

유무와 구강보건교육 실시횟수 구강보건교육 후 평가유무, ,

구강보건교육 실시자 구강보건교육 내용과 구강보건교육 교,

수법 교사들의 구강보건교육 경험유무를 조사하였다, <Table

유아교육기관에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안2>. 94.3%,

한다 로 나타나 대부분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5.7%

고 구강보건교육 실시횟수는 회 이상 회 미만 회, 2 ~5 43.4%, 1

미만 회 이상 순이었다 구강보건교육 후 평가29.7%, 5 21.2% .

를 한다 안한다 이었으며 구강보건교육 실시는51.9%, 48.9% ,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유아교사 기타41.1%, 38.3%, 33.5%,

구강보건의료인 순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 내용15.3% .

은 칫솔질 방법 충치 원인 유치 젖니 관리법95.4%, 40.2%, ( )

잇몸병 원인 영구치의 관리법과 유치와 영구치9.3%, 3.6%,

교환시기가 각각 순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시 교2.6% .

수법은 시범 인형극 노래 강의법63.3%, 21.1%, 13.6%, 12.6%,

모의실험극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구강보건교육11.6% .

경험은 있다 없다 로 나타났다53.8%, 46.2% .

구강보건교육 매체 활용실태3.

유아교육기관의 구강보건교육 매체 활용실태는 구강보건

교육시 매체 사용유무와 매체 구입경로 매체 보유현황 활용, ,

하는 매체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구강보건교육시<Table 3>.

매체를 사용한다 안한다 로 구강보건교육시 대74.1%, 25.9%

체적으로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하,

는 매체의 구입경로는 직접 매체를 제작하여 사용한다 39.6%,

기성매체를 구입하여 사용한다 로 나타나 기성매체와34.4%

필요에 따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

교육 매체 보유현황은 점 이상 점 미만 점 이상2 ~5 44.3%, 5 ~10

점 미만 점 이하 점 이상 이었으며 매체17.0%, 1 9.4%, 10 3.3%

가 없는 경우는 이었다 구강보건교육시 활용하는 매체25.9% .

Feature N(%)

Sex
Male 3(1.4)

Female 209(98.6)

Age

The twenties 84(39.6)

The thirties 84(39.6)

Over the forties 44(20.8)

Position

Licensed teacher 127(59.9)

Nursing teacher 70(33.0)

Etc 15(7.1)

Educational background

High school graduate 14(6.6)

College graduate 113(53.3)

University graduate 74(34.9)

Postgraduate degree or higher 11(5.2)

Educational institution

National 22(10.4)

Corporation 19(9.0)

Private 164(77.3)

Home 7(3.3)

Career of education

Under one year 31(14.6)

More than one year and under three years 42(19.8)

More than three years and under five years 43(20.3)

More than five years and under ten years 60(28.3)

More than ten years 36(17.0)

Number of class

1 ~ 2 8(3.8)

3 ~ 4 37(17.5)

5 ~ 6 76(35.8)

More than seven classes 91(42.9)

Total 212(100.0)

Table 1. General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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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N(%)

Whether or not to do oral health education
Yes 200(94.3)

No 12(5.7)

The number of times

Under once 63(29.7)

More than twice and under five times 92(43.4)

More than five times 45(21.2)

Whether or not to estimation after health

education

Yes 110(51.9)

No 102(48.9)

‘Implementer*’

Dentist 86(41.1)

Dental hygienist 80(38.3)

Infant teacher 70(33.5)

Oral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32(15.3)

Etc 6(2.9)

‘Contents*’

Way of toothbrush 185(95.4)

Factors of cavity 78(40.2)

Method of caring baby tooth(milk tooth) 18(9.3)

Factors of gum disease 7(3.6)

Method of caring permanent tooth(adult tooth) 5(2.6)

Replacement time of baby tooth(milk tooth) and permanent

tooth(adult tooth)
5(2.6)

Etc 2(1.0)

‘Teaching method*’

Demonstration 126(63.3)

Doll play 42(21.1)

Sing 27(13.6)

Lecture 25(12.6)

Simulation 23(11.6)

Problem solving 19(9.5)

Etc 14(7.0)

Question and answer 13(6.5)

Discussion and play game 6(3.0)

Whether or not to experience oral health

education

Yes 114(53.8)

No 98(46.2)
* Multiple response

Table 3. The actual condition of utilizing media contents of oral health education
Item N(%)

Whether or not to utilize
Yes 157(74.1)

No 55(25.9)

Purchasing route
Accomplished media contents 73(34.4)

Created media contents 84(39.6)

Present condition of possession

Under one 20(9.4)

More than two and under five 94(44.3)

More than five and under ten 36(17.0)

More than ten 7(3.3)

None 55(25.9)

‘Type of media contents*’

Training packet 25(16.1)

Visual materials 69(44.5)

Auditory materials 5(3.2)

Audiovisual materials 55(35.5)

Dentiform and tooth brush 61(39.4)

Etc. 5(3.2)
* Multiple response

Table 2. The actual condition of oral healt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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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각자료 치아모형과 칫솔 시청각자료44.5%, 39.4%,

교육자료집 청각자료 순이었다35.5%, 16.1%, 3.2% .

일반적특성에따른구강보건교육실시유무4.
및 횟수실태

유아교육기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실시

유무 및 횟수 실태는 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Table 4> .

구강보건교육 실시 유무에서는 대상자의 직책 과 교(p=0.041)

육경력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P=0.009)

으며 구강보건교육 실시 횟수는 교육경력 과 교육, (P=0.026)

기관의 학급수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P=0.021)

나타났다.

일반적특성에따른구강보건교육매체사용5.
유무와 보유실태

유아교육기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교육시 매체

Feature Classification
Whether or not to do The number of times

Yes No p
under
once

twice~five
times

more than
five times

p

Sex

Male 3(100.0) 0(0.0) 1.000 1(33.3) 2(66.7) 0(0.0) 1.000

Female 197(94.3) 12(5.7) 62(31.5) 90(45.7) 45(22.8)

Age

The twenties 79(94.0) 5(6.0) 0.982 22(27.8) 42(53.2) 15(19.0) 0.121

The thirties 80(95.2) 4(4.8) 30(37.5) 35(43.8) 15(18.8)

Over the forties 41(93.2) 3(6.8) 11(26.8) 15(36.6) 15(36.6)

Position

Licensed teacher 123(96.9) 4(3.1) 0.041* 40(32.5) 53(43.1) 30(24.4) 0.070

Nursing teacher 62(88.6) 8(11.4) 16(25.8) 36(58.1) 10(16.1)

Etc 15(100.0) 0(0.0) 7(46.7) 3(20.0) 5(33.3)

Educational

background

High school

graduate
13(92.9) 1(7.1) 0.393 4(30.8) 7(53.8) 2(15.4) 0.547

College graduate 104(92.0) 9(8.0) 31(29.8) 52(50.0) 21(20.2)

University graduate 72(97.3) 2(2.7) 26(36.1) 29(40.3) 17(23.6)

Postgraduate

degree or higher
11(100.0) 0(0.0) 2(18.2) 4(36.4) 5(45.5)

Educational

institution

National 21(95.5) 1(4.5) 1.000 5(23.8) 11(25.4) 5(23.8) 0.922

Corporation 18(94.7) 1(5.3) 5(27.8) 9(50.0) 4(22.2)

Private 154(93.9) 10(6.1) 52(33.8) 68(44.2) 34(22.1)

Home 7(100.0) 0(0.0) 1(14.3) 4(57.1) 2(28.6)

Career of

education

Under one year 28(90.3) 3(9.7) 0.009* 8(28.6) 17(60.7) 3(10.7) 0.026*

More than one year

and under three

years

36(85.7) 6(14.3) 10(27.8) 18(50.0) 8(22.2)

More than three

years and under

five years

42(97.7) 1(2.3) 14(33.3) 19(45.2) 9(21.4)

More than five

years and under

ten years

60(100.0) 0(0.0) 21(35.0) 30(50.0) 9(15.0)

More than ten

years
34(94.4) 2(5.6) 10(29.4) 8(23.5) 16(47.1)

Number of class

1 ~ 2 8(100.0) 0(0.0) 0.212 4(50.0) 3(37.5) 1(12.5) 0.021*

3 ~ 4 32(86.5) 5(13.5) 14(43.8) 16(50.0) 2(6.3)

5 ~ 6 73(96.1) 3(3.9) 21(28.8) 27(37.0) 25(34.2)

More than seven

classes
87(95.6) 4(4.4) 24(27.6) 46(52.9) 17(19.5)

* p<0.05

Table 4. Whether or not to do oral health education and the number of times for general features Un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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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유무와 보유실태는 와 같다 매체사용에 영향<Table 5> .

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직책 으로 나타났으며 직(p=0.038) ,

책 중에서도 정교사가 로 가장 많이 매체를 사용하는80.3%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이 매체보유 실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실시횟수와교사들의구강보건6.
교육경험 횟수의 상관관계

유아교육기관에서 구강보건교육 실시 횟수와 교사들의 구

강보건교육 경험 횟수와의 상관관계 결과 구강보건교육 실시

횟수와 교사들의 구강보건교육 경험 횟수 간에 양 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Table 6>.

Feature Classification

Whether or not to utilize
media contents

The actual condition of possession

Yes No p One 2 ~ 4 5 ~ 9
More
than
ten

p

Sex

Male 2(66.7) 1(33.3) 1.000 1(50.0) 1(50.0) 0(0.0) 0(0.0) 0.367

Female 155(74.2) 54(25.8) 19(12.3) 93(60.0) 36(23.2) 7(4.5)

Age

The twenties 65(77.4) 19(22.6) 0.667 7(10.8) 39(60.0) 15(23.1) 4(6.2) 0.909

The thirties 61(72.6) 23(27.4) 7(35..0) 37(60.7) 15(24.6) 2(28.6)

Over the forties 31(70.5) 13(29.5) 6(19.4) 18(58.1) 6(19.4) 1(3.2)

Position

Licensed teacher 102(80.3) 25(19.7) 0.038* 14(13.7) 62(60.8) 21(20.6) 5(4.9) 0.805

Nursing teacher 45(64.3) 25(45.5) 5(11.1) 27(60.0) 12(26.7) 1(2.2)

Etc. 10(66.7) 5(33.3) 1(10.0) 5(50.0) 3(30.0) 1(10.0)

Educational

background

High school graduate 10(71.4) 4(28.6) 0.585 1(10.0) 4(40.0) 5(50.0) 0(0.0) 0.591

College graduate 81(71.7) 32(28.3) 12(14.8) 50(61.7) 16(19.8) 3(3.7)

University graduate 56(75.7) 18(24.3) 7(12.5) 34(60.7) 12(21.4) 3(5.4)

Postgraduate degree

or higher
10(90.9) 1(9.1) 0(0.0) 6(60.0) 3(30.0) 1(10.0)

Educational

institution

National 13(59.1) 9(40.9) 0.057 1(7.7) 8(61.5) 3(23.1) 1(7.7) 0.594

Corporation 16(84.2) 3(15.8) 0(0.0) 11(68.8) 4(25.0) 1(6.3)

Private 125(76.2) 39(23,8) 18(14.4) 74(59.2) 28(22.4) 5(4.0)

Home 3(42.9) 4(57.1) 1(33.3) 1(33.3) 1(33.3) 0(0.0)

Career of

education

Under one year 20(64.5) 11(35.5) 0.160 5(25.0) 13(65.0) 1(5.0) 1(5.0) 0.724

More than one year

and under three

years

27(64.3) 15(35.7) 2(7.4) 13(48.1) 12(44.4) 0(0.0)

More than three

years and under five

years

32(74.4) 11(25.6) 3(9.4) 17(53.1) 9(28.1) 3(9.4)

More than five years

and under ten years
50(83.3) 10(16.7) 7(14.0) 34(68.0) 7(14.0) 2(4.0)

More than ten years 28(77.8) 8(22.2) 3(10.7) 17(60.7) 7(19.4) 1(14.3)

Number of

class

1 ~ 2 5(62.5) 3(37.5) 0.365 2(40.0) 3(60.0) 0(0.0) 0(0.0) 0.471

3 ~ 4 24(64.9) 13(35.1) 2(8.3) 16(66.7) 6(25.0) 0(0.0)

5 ~ 6 57(75.0) 19(25.0) 10(17.5) 31(54.4) 12(21.1) 4(7.0)

More than seven

classes
71(78.0) 20(22.0) 6(8.5) 44(62.0) 18(25.4) 3(4.2)

* p<0.05

Table 5. Whether or not to utilize media contents in oral health education and the actual condition of possession
for general features Un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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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및고안

유아교육기관에서 아동들의 활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교

사들은 아동의 건강과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다15) 더불어.

유아들의 구강건강을 지도해야 할 책임과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16) 그러나 유아교육기관에서 현실적으로 구강보건교육.

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14) 이에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유아의

구강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을

위한 적절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구강보건교육이란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

록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식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17) 이에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구강보건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 구강보건교육을94.3%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 회 이상 회 미만으. 2 ~5

로 실시하는 경우가 로 가장 많아 정 등43.4% , 14)의 회 이상2

가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다는 보고와 차이가 있었다15.3% .

조사대상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은 구강보건교육을 많이 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정기적 구강검진은.

년에 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결과 과반수는1 2 .

아니지만 연 회 이상 회 미만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다는2 ~5

점은 고무적이라고 본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구강보건교육 후 평가를 실시하는지 조

사한 결과 가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과반수에 가51.9% ,

까운 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강보48.9% .

건교육 후 학습자의 구강관리에 대한 태도변화를 관찰하지

않고 획일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즉.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육의 효과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거나

실천을 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에는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의 변화에 대하여 교육목표와 내용

에 따라 적절히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심. 18)은 유아교

육기관에서 유아가 칫솔질을 한 후 확인하고 다시 마무리

해 주어야만 실제로 치아우식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

다 그러나 신 등. 19)은 현실적으로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은 칫

솔교환 및 보관 등에 관한 가정통신문 발송을 가 실시73.0%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책과 교육경력에 따라 구강보건교

육 실시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등.
5)은 유아

교육기관에서 구강보건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가 연령과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구강,

보건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

다 김 등.
6) 및 김과 박20)은 교사자격이 높아지면서 역할인식

이 높게 나타나고 교사의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구강건강지,

식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문가에 의해 계획된 구강.

보건교육이 정기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의 직책과 경력

에 맞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구강보건교육이 누구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 치과의사에 의해 가장 많이 실41.1%

시되고 있었다 이는 안 등.
12)의 보건소 구강보건인력에 의한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천과 최66.2% .
8)는 가장 바람직한 구강

보건교육자로 가 보건소 치과의사라고 하였다 그러나46.9% .

나12)는 가 전문가에 의한 구강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83.5%

는다고 하였으며 최 등,
21)은 구강보건전문가에 의한 교육을

경험한 경우는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유아교육기관10~20% .

교사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전문인력은 누구이며 구강보건전

문인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등에 대하여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 학습되고 있는 구강보건교육 내용을 조

사한 결과 칫솔질 방법이 로 가장 많이 나타나 정 등95.4%
14)

의 칫솔질 지도 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이92.3% .
9)의 와63.0%

김과 김3)의 와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정 등56.5% .
14)은 유아교

육기관 교사들이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 내용으로는 우식발

생 원인과 진행과정 식이지도 칫솔질과 우식이라고 하였다, , .

이9)는 미취학 아동들에게 칫솔질에 대한 교육은 강조되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여 효과적인 칫솔질을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을 대.

상으로 구강건강관리의 기본이 되는 치면세균막관리 교육이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방법을 조사

한 결과 시범이 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어 정 등63.3% ,
14)의

와 유사하였다 이는 유아교육기관에서 학습되고 있는77.0% .

교육내용이 세심한 관찰과 모방 학습이 필요한 정신운동영역

의 칫솔질 방법이어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최 등.
21)은

Implementation Teacher’s experience
Implementation 1

Teacher’s experience 0.021* 1
*correlation coefficient is meaning at 0.05(both)

Table 6. Correlation between teacher’s experience and implementation of oral healt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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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교육시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유아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기관의 치위생과 학생들에 의해

구강보건교육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거나 지역사회 구강보건,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구강보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의 구강보건교육 경험도를 조사한 결

과 가 구강보건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장과 성53.8% ,
7)

의 와 서와 이37.1%
22)의 정 등40.4%,

14)의 보다는 높게42.3%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의 구강보건교육 경.

험이 구강보건교육 실시와 양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의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유아들의

구강보건교육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천과 최.
8)

는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구강건강관리 실천행위가

높으며 구강건강관리 인식 태도 및 실천행위는 구강보건교, ,

육 경험이 있는 경우 아동의 구강검진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가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과 성.
7)은 유아교육기관 교사

가 안 등83.4% ,
12)은 가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99%

다 즉 구강보건교육을 경험한 교사들은 구강관리의 필요성.

을 인지하게 되면서 구강관리를 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이 발

생하므로 지도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적극적

으로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을 대상으.

로 정기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실시

되어야 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매체활용도

를 조사한 결과 가 매체를 활용하고 있어 정 등74.1%
14)의

의 매체활용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점20 30% . 2∼

이상 점 미만의 매체를 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5 44.3%

고 가 매체를 직접 제작하거나 가 기성매체를, 39.6% 34.4%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성매체와 필요에 따라 매체를 직

접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 구강. 25.9%

보건관련 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교육기관에 기본적

인 구강보건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의 보급이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사용되는 매

체의 종류는 시각자료를 치아모형과 칫솔사용을44.5%,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육기관에서39.4% .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전달되고 있는 교육내용 중 칫솔

질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전달되고 있어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원 등.
23)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 매

체는 그림 활동책 동화책의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하였으며, , ,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내용과 세련된 디자인 및 일러

스트레이션의 개발이 필요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 등.
14)은 유

아들의 구강병 예방에 효과적인 동기유발 매체는 인형극과

동화구연이라고 하였다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어떠한.

매체를 사용하느냐 보다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목표의 영역에

적절하고 대상자의 수준에 적당한가를 살펴보면서 매체를

선택하여야 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매체 사용은 직책과 관련이 있었으며,

직책 중 정교사가 매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의 규모나 교사의 직책별 연수시 구강보

건교육을 통하여 교육영역에 따른 적절한 교육방법과 교육매

체의 활용 및 제작방법에 필요한 구강보건지식을 전달할 필

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조사대상 유아교육기관의 선정이

일부 지역에 의해 이루어져 전체 유아교육기관의 구강보건교

육 실태로 일반화하기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

라서 후속 연구로는 유아교육기관의 규모 및 지역적인 부분

들을 고려하여 일반화 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고 유아교육,

기관에서 활용되는 내용별 매체 실태를 조사하여 구강보건교

육 목표와 내용에 맞는 다양한 매체가 보급될 수 있는 기초자

료를 얻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구강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을 위한 구강보건교

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전.

북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편의표본추출법

에 의해 선정하였고 년 월 일부터 월 일 까지 교사, 2011 6 22 7 29

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212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구강보건교육 실태는 가 실시하고 있었으며 실시1. 94.3% ,

횟수는 회 이상 회 미만이 가장 많았고 평가는2 ~5 , 51.9%

가 하였다.

구강보건교육 실시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책과 교육2.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구강보건교육은 치과의사에 의해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3.

있었다 교육내용으로 칫솔질 방법이 가장 많았으며 교.

수법은 시범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의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구강보건4.

교육 실시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구강보건교육시 매체는 가 활용되고 있었고 점5. 74.1% , 2

이상 점 미만의 매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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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교육시 매체를 직접 제작하거나 기성매체를 사6.

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각자료와 치아모형과 칫솔사.

용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 유아교육기관에서 구강보건교육은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이 유.

아 구강특성에 맞는 구강관리 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유아교육기관 교사를 양성.

하는 교육과정이나 교사 연수 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구강관리에 필요한 매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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