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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termined the general knowledge on oral health and the usage of oral

hygiene products in the orthodontic patients and try to provide an appropriate oral hygiene products for the patients.

Methods : Orthodontic patients who visited a dental clinic in Daejeon were selected and data from 352 patients

were collected. Questionnaire based on survey was conducted from 1st of March to 30th in 2011 and all the data

was analysed by using SPSS statistical program (VER 15.0). Frequency analysis, χ2 test, T-test and the amount of

diurnal variance analysis (one-way ANOVA) were also used. After that, scheffe’s post-test method was conducted.

Results :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oral health care knowledge score was 2.87±0.60, the attitude

score was 2.96±0.57. toothbrush replacement cycle were less than 3 months (p=0.007, p=0.000) and frequency of

brushing one day more than three times higher in patients with knowledge to help attitude. according to the sex, age,

and duration of orthodontic treatment with oral hygiene devices of usage was higher in the calibration toothbrush

usage, awareness was higher in the interdental toothbrushes. according to the type of orthodontic devices from the

oral hygiene devices usage, removable group was the orthodontic toothbrush and electric toothbrush group were

highest in the ‘unknown’, the fixed group was orthodontic toothbrush(67.3%) and electric toothbrushes(40.8%) was

higher in the usage. Patients who used oral hygiene devices such as orthodontic tooth brush, interdental brush, elec-

tric toothbrush, water pik and fern solution showed wider knowledge on oral health care and oral hygiene devices

compared to patients who answered as does not aware of oral hygiene devices and never used these products before. 

Conclusions : Orthodontic patient’s oral health attitudes, knowledge, and oral hygiene devices usage ar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highest in the orthodontic toothbrush usage, awareness was higher in the interdental brush.

Water pik and fern solution, rubber and gingival interdental stimulator turned massage does not use or low. Based on

results from research, overall orthodontic patients who visited a dental clinic had low awareness and usage of oral

hygiene device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educate general publics and the orthodontic patients and also promo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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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구강보건

분야에서도 심미적 욕구와 교합기능 개선을 위하여 교

정치료를 받고자 하는 교정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치료는 치열과 안모의 심미성을 개선하여

심리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지만 교정장치 주위는 치아

우식증발병률이매우높다. 

교정치료에 사용되는 교정장치 종류는 가철식과 고정

식교정장치로분류할수있고, 저항원의부위에따라악

내·악간 및 악외 교정장치로 분류된다. 미국에서는 고

정식교정장치들에의한치료법이발달하였고, 우리나라

에서는고정식교정장치를주로사용하면서일부가철식

교정장치와기능성교정장치를사용하고있는것이일반

적인추세이다1). 교정장치를이용하여치료를시작한후

구강위생관리가부적절한경우교정용 band나 bracket

주변으로치면세균막이축적되어치아우식증, 탈회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정환자들은

스스로개인구강위생관리를하는것이중요하다2,3). 

구강내 치면세균막을 조절하는 데는 칫솔질이 가장

효율적이나 칫솔질만으로는 완벽한 관리를 할 수 없고,

환자에 따라서는 각 개인에 적합한 구강위생용품을 적

절히 사용함으로써 치면세균막 관리는 물론 치간청결이

나치은마시지등의효과를높일수있다4). 

한편 국내·외적으로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실태와 구

강건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강위생용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교정환자는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면 치면세균막 제거 효과가 우수

하여 치주건강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5-7). 하

지만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강위생용품 사

용 실태는 낮은 편이다. 김 등8)의 연구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구강위생용품은 교정칫솔이 87.4%, 치간 칫솔이

67.0%이었고, 김 등9)의 연구에서는 치실이 40.2%, 치

간칫솔 35.5%로 나타났으며, 소 등10)의 연구에서는 칫

솔을 제외한 구강위생용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대상자별 구강위생용품 사용률이 다르게 나타

났다. 이에 구강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교육과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대한

교육과홍보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환자를 대상으로 구강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도와 태도 및 구강위생용품의 사

용실태를 파악하여 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한다.

2.1. 연구대상

대전지역 1개 치과병원에 내원한 교정환자를 추출하

여 2011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면접설문법을 실

시하였다. 설문지는 360부 중설문응답이불성실한 8부

를제외한 352부(97.8%)가분석에이용되었다.

2.2. 연구방법

연구도구는 서 등11)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고, 면접 설문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일반적인 특성 6문항,

구강건강관리에관한지식도7문항, 태도 7문항이었고, 구

강위생용품의 사용실태는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강위

생용품의사용실태에대한설문구성은‘모른다’, ‘인지율’,

‘사용률’로이루어졌고, 인지율은인지하고만있는경우이

고, 사용률은인지하면서사용하고있음을의미한다. 구강

건강관리에관한지식도및태도는 Likert 5점 척도로측

정하였고, ‘매우 그렇다’= 5점에서‘전혀 아니다’= 1점으

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지식도및태도가높은것을의미한다. 구강건강관리에관

한 지식도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0.733이었고,

태도의내적신뢰도Cronbach’s α0.62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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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VER

1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

강건강관리에 대한 지식도 및 태도는 Independent t-

test와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특

성에따른구강위생용품사용실태는χ2 test를 실시하였

고,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에 대

한 지식도와 태도는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

며,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에는 Scheffe의사후검정을실시하였다. 

3.1.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지식도와 태도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지식도와

태도를보면지식도점수는2.87±0.60이었고, 태도점수

는 2.96±0.57이었다. 연령은 30대에서 지식도(3.10±

0.64)와 태도(3.12 ±0.62)가 높게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

수록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고,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

가 있었다(p=0.000, p=0.023). 교정장치 종류는 가철성

군보다고정성군에서지식도와태도가높게나타났고, 지

식도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p=0.000). 칫

솔 교환주기는 3개월 미만 교환군에서 지식도(p=0.007)

와태도(p=0.000)가높게나타났고, 1일칫솔질횟수는 3

회이상군에서지식도(p=0.002)와태도(p=0.000)가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Table 1>.

3.2.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실태

3.2.1. 성별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성별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를 보면 교정칫솔

은남자보다여자가인지율과사용률이높게나타났고, 통

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p=0.008). 치간칫솔은남

자(71.2%)보다 여자(77.0%)가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고,

사용률은두군모두낮게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전동칫솔은 남자(40.4%)가 여자(29.4%)

보다인지율이높게나타났고, 사용률은남자(13.5%)보다

여자(44.8%)가높게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

가 있었다(p=0.000). 고무치간자극기와 치은맛사져는 사

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구강위생용품사용에대한홍

보와교육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Table 2>. 

3.2.2. 연령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연령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를 보면 교정칫솔

은 20~29세에서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고, 사용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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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general knowledge, attitude on oral health car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orthodontic patients                                                  Unit : Mean ± standard deviation

Characteristics Division N Knowledge p-value Attitude p-value

Sex male 104 2.78±0.60 0.064 2.90±0.60 0.156

female 248 2.91±0.60 2.99±0.56

Age <20 175 2.70±0.59a 0.000** 2.86±0.55a 0.023*

20~29 134 3.02±0.55b 3.02±0.58b

30< 43 3.10±0.64bc 3.12±0.62bc

Orthodontic appliance type removed 92 2.68±0.65 0.000** 2.91±0.58 0.322

fixed 260 2.94±0.57 2.98±0.58

Orthodontic treatment period < a year 198 2.82±0.64 0.071 2.96±0.59 0.884

a year< 154 2.94±0.55 2.97±0.56

Toothbrush exchange cycle <three months 226 2.94±0.63 0.007** 3.05±0.58 0.000**

three months< 126 2.76±0.54 2.82±0.55

Toothbrushing times(a day) <three times 70 2.68±0.55 0.002** 2.74±0.55 0.000**

three times< 282 2.92±0.61 3.02±0.57

Total 352 2.87±0.60 2.96±0.57

by the independent t-test or one way ANOVA 

* p<0.05 , ** p<0.01



10~19세는 45.1%, 20~29세는 55.2%, 30세 이상은

60.5%로 나타나연령이높을수록높게나타났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치간칫솔은 세

군 모두에서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특히 20~29세

(79.9%)에서높게나타났고, 사용률은세군모두낮게나

타났다. 전동칫솔은 20~29세에서 인지율이 36.6%로 가

장높게나타났고, 사용률은30세이상에서72.1%로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p=0.000).

고무치간자극기(p=0.000)와 치은맛사져(p=0.000), 물사

출기(p=0.000), 양치용액(p=0.001)은 모른다고 응답한

율이가장높았고, 사용률이낮거나사용하지않는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Table 3>.   

3.2.3. 교정장치 종류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사용

실태

교정장치 종류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서 교

청칫솔은가철성군(39.1%)이고정성군(26.9%)보다인지

율이높게나타났고, 사용률은가철성군(4.3%)보다고정

성군(67.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전동칫솔은 가철성군보다 고

정성군에서 인지율과 사용률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p=0.000)<Table 4>. 

3.2.4. 교정치료기간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사용

실태

교정치료 기간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를 보면

교정칫솔과 전동칫솔은 1년 미만보다 1년 이상에서 인

지율과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있었다(p=0.000). 물 사출기는 1년미만(22.7%)보

다 1년 이상(31.8%)에서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사

용률은 1년 미만이 3.5%, 1년 이상이 6.5%로 나타나두

군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48)<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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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using of oral hygiene devices by sex Unit : N(%)

Characteristics Division Male Female p-value

Orthodontic toothbrush un-known 30(28.8) 37(14.9) 0.008**

known 25(24.0) 81(32.7)

known and used 49(47.1) 130(52.4)

Interdental brush un-known 20(19.2) 40(16.1) 0.478

known 74(71.2) 191(77.0)

known and used 10(  9.6) 17(  6.9)

Electric toothbrush un-known 48(46.2) 64(25.8) 0.000**

known 42(40.4) 73(29.4)

known and used 14(13.5) 111(44.8)

Interdental tip rubber stimulator un-known 90(86.5) 209(84.3) 0.358

known 14(13.5) 39(15.7)

known and used 0(  0.0) 0(  0.0)

Gingival stimulator un-known 92(88.5) 214(86.3) 0.359

known 12(11.5) 34(13.7)

known and used 0(  0.0) 0(  0.0)

Water pick un-known 77(74.0) 164(66.1) 0.067

known 26(25.0) 68(27.4)

known and used 1(  1.0) 16(  6.5)

Gargle solution un-known 59(56.7) 123(49.6) 0.308

known 37(35.6) 94(37.9)

known and used 8(7.7) 31(12.5)

Total 104(100.0) 248(100.0)

by the χ2 tes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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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using of oral hygiene devices by age Unit : N(%)

Characteristics Division <20 20~29 30< p-value

Orthodontic toothbrush un-known 58(33.1) 5(  3.7) 4(  9.3) 0.000**

known 38(21.7) 55(41.0) 13(30.2)

known and used 79(45.1) 74(55.2) 26(60.5)

Interdental brush un-known 30(17.1) 22(16.4) 8(18.6) 0.087

known 130(74.3) 107(79.9) 28(65.1)

known and used 15(  8.6) 5(  3.7) 7(16.3)

Electric toothbrush un-known 90(51.4) 22(16.4) 0(  0.0) 0.000**

known 54(30.9) 49(36.6) 12(27.9)

known and used 31(17.7) 12(27.9) 31(72.1)

Interdental tip rubber stimulator un-known 162(92.6) 106(79.1) 31(72.1) 0.000**

known 13(  7.4) 28(20.9) 12(27.9)

known and used 0(  0.0) 0(  0.0) 0(  0.0)

Gingival stimulator un-known 165(94.3) 109(81.3) 32(74.4) 0.000**

known 10(5.7) 25(18.7) 11(25.6)

known and used 0(  0.0) 0(  0.0) 0(  0.0)

Water pick un-known 143(81.7) 77(57.5) 21(48.8) 0.000**

known 29(16.6) 48(35.8) 17(39.5)

known and used 3(  1.7) 9(  6.7) 5(11.6)

Gargle solution un-known 106(60.6) 62(46.3) 14(32.6) 0.001**

known 59(33.7) 51(38.1) 21(48.8)

known and used 10(  5.7) 21(15.7) 8(18.6)

Total 175(100.0) 134(100.0) 43(100.0)

by the χ2 test

** p<0.01

Table 4. The using of oral hygiene devices by orthodontic appliance type Unit : N(%)

Characteristics Division removed fixed p-value

Orthodontic toothbrush un-known 52(56.5) 15(  5.8) 0.000**

known 36(39.1) 70(26.9)

known and used 4(  4.3) 175(67.3)

Interdental brush un-known 10(10.9) 50(19.2) 0.054

known 71(77.2) 194(74.6)

known and used 11(12.0) 16(  6.2)

Electric toothbrush un-known 45(48.9) 67(25.8) 0.000**

known 28(30.4) 87(33.5)

known and used 19(20.7) 106(40.8)

Interdental tip rubber stimulator un-known 80(87.0) 219(84.2) 0.329

known 12(13.0) 41(15.8)

known and used 0(  0.0) 0(  0.0)

Gingival stimulator un-known 82(89.1) 224(86.2) 0.590

known 10(10.9) 36(13.8)

known and used 0(  0.0) 0(  0.0)

Water pick un-known 68(73.9) 173(66.5) 0.417

known 20(21.7) 74(28.5)

known and used 4(  4.3) 13(  5.0)

Gargle solution un-known 51(55.4) 131(50.4) 0.429

known 34(37.0) 97(37.3)

known and used 7(  7.6) 32(12.3)

Total 92(100.0) 260(100.0)

by the χ2 test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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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using of oral hygiene devices by Orthodontic treatment period Unit : N(%)

Characteristics Division < a year a year< p-value

Orthodontic toothbrush ùn-known 56(28.3) 11(  7.1) 0.000**

known 47(23.7) 59(38.3)

known and used 95(48.0) 84(54.5)

Interdental brush un-known 34(17.2) 26(16.9) 0.676

known 151(76.3) 114(74.0)

known and used 13(  6.6) 14(  9.1)

Electric toothbrush un-known 80(40.4) 32(20.8) 0.000**

known 53(26.8) 62(40.3)

known and used 65(32.8) 60(39.0)

Interdental tip rubber stimulator un-known 172(86.9) 127(82.5) 0.160

known 26(13.1) 27(17.5)

known and used 0(  0.0) 0(  0.0)

Gingival stimulator un-known 176(88.9) 130(84.4) 0.141

known 22(11.1) 24(15.6)

known and used 0(  0.0) 0(  0.0)

Water pick un-known 146(73.7) 95(61.7) 0.048*

known 45(22.7) 49(31.8)

known and used 7(  3.5) 10(  6.5)

Gargle solution un-known 103(52.0) 79(51.3) 0.713

known 71(35.9) 60(39.0)

known and used 24(21.1) 15(  9.7)

Total 198(100.0) 154(100.0)

by the χ2 test

* p<0.05, ** p<0.01

Table 6. The general knowledge, attitude on oral health care by using of oral hygiene devices 

Unit : Mean ± standard deviation

Characteristics Division N knowledge p-value attitude p-value

Orthodontic toothbrush un-known 67 2.49±0.47a 0.000** 2.78±0.56a 0.000**

known 106 2.90±0.65b 2.89±0.60a

known and used 179 3.00±0.56b 3.08±0.54b

Interdental brush un-known 60 2.72±0.60 0.053 2.83±0.53 0.055

known 265 2.89±0.61 2.98±0.56

known and used 27 3.02±0.51 3.13±0.73

Electric toothbrush un-known 112 2.51±0.55a 0.000** 2.78±0.56a 0.000**

known 115 2.98±0.57b 2.99±0.60b

known and used 125 3.10±0.55b 3.11±0.54b

Interdental tip rubber stimulator un-known 299 2.80±0.58 0.000** 2.90±0.56 0.000**

known 53 3.26±0.58 3.32±0.55

Gingival stimulator un-known 306 2.80±0.58 0.000** 2.90±0.56 0.000**

known 46 3.34±0.55 3.34±0.57

Water pick un-known 241 2.75±0.59a 0.000** 2.87±0.54a 0.000**

known 94 3.16±0.55b 3.16±0.61b

known and used 17 3.07±0.48 3.20±0.50

Gargle solution un-known 182 2.68±0.54a 0.000** 2.81±0.52a 0.000**

known 131 3.03±0.60b 3.04±0.60b

known and used 39 3.22±0.64b 3.44±0.45ab

Total 352 2.87±0.60 2.96±0.57

by the independent t-test or one way ANOVA 

**: p<0.01
a, b, ab : The same character was not significant by scheffe’s multiple comperison at α= 0.05



3.3.1.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에대한지식도및태도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지식도를 비교해 보면 교정칫솔(3.08±0.54), 전동칫솔

(3.11±0.54), 물사출기(3.20±0.50), 양치용액(3.44±

0.45)은 알고 사용하는 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

무치간자극기(3.32±0.55), 치은맛사져(3.34±0.57)는

알고 있는 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

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p=0.000)<Table 6>.

3.3.2.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 따른 구강건강관

리에 대한 지식도 및 태도의 상관성 비교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지식도와 태도 간의 상관분석 결과 r=0.606, p=0.000

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지식도가 높을수록 태

도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Table 7>.

교정치료는 상하악이 교합을 할 때 외상성 자극으로

부터 치은을 보호하고 치아의 총생을 해소함에 따라 음

식물 잔사와 치석의 침착을 예방하고 구강청결이 용이

해지며 혈액 순환을 양호하게 함으로써 치은건강을 증

진시키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 교정장치가 치은조직에

손상을야기하여더 큰 문제가될 수 있으므로교정환자

의 구강위생관리와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에 대한 중요성

이요구되고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환자를 대상으로 구강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도와 태도를 파악하고, 구강위생

용품에 대한 사용률을 파악하여 교정환자가 건강한 구

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정환자에게 적합한 구강위생

용품을선정하여사용하는데도움을주고자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지식도와

태도에대한평균점수는지식도보다태도가높게나타났

다. 이 결과는 연구대상자가 교정환자이어서 나타난 결

과로생각된다. 성별분포에서는여자가남자보다지식도

와 태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분포에서는 30대에서 지식도(p=0.000)와

태도(p=0.023)가 높게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김 등8)의 연구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

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식도가 높게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여자가 심미에 관심이 많고, 또한

연령이증가할수록환자스스로구강위생관리의실천의

지가높아서나타난결과로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를 보면 교정칫솔

은 사용률에서 높게 나타났고, 특히 여자(52.4%)가 남

자(47.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12)의 연구에서도 여자

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나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치간칫솔은 두 군 모두가 인지율에서 높게 나타났고, 사

용률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서 등11)의 연구에서는 교정

칫솔 사용률이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박 등13)의

연구에서는 이쑤시개(43.2%), 치실 (38.0%) 순으로 나

타났으며, 남14)의 연구에서도 여자는 치실(28.9%), 남

자는 양치용액(7.6%)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나연구자마다다른결과를보였다.  

연령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를 보면 교정칫솔

은 사용률에서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용

률이높아졌다(p=0.000). 치간칫솔은모든연령에서인

지율이 높게 나타났고, 전동칫솔은 10대는 모른다에서

51.4%이었고, 20대는 인지율에서 36.6%, 30대는 사용

률에서 72.1%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있었다(p=0.000). 남14)의 연구에서연령에따른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에 대해 만 30세 이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건강에 대

한 관심이 높아져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서

라고보고하여비슷한결과를보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는 일반

적인 특성 모두에서 교정칫솔이 사용률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치간칫솔은 인지율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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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s of general knowledge and

attitude on oral health care by using of oral

hygiene devices 

지식도

태도 0.606**

** p<0.01



물사출기와 양치용액은 모른다에서 높게 나타났고, 고

무치간자극기와 치은맛사져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교정칫솔은 치간 사이와 인접면의 치면세균막을 효과

적으로 제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칫솔질이 끝난 후 반드

시치간칫솔을사용하여야하지만서등의연구11)에서도

치간칫솔에 대한 사용률이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

한 결과를 보였다. 김 등9) 연구에서는 치실이 40.2%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치간 칫솔은 35.5%로 나타나 연

구자마다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송15)의 연구에서 치

과위생사가 교정환자에게 권장하는 보조구강위생용품은

교정칫솔이 44.2%, 치간칫솔이 30.8%로 가장 높았고,

물사출기, 양치용액, 고무치간자극기, 치은맛사져는 매

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치과위생사의예방업무에대한계속적

인교육과처치가강화되어야할것으로사료된다. 

총괄적으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에 대

한 지식도와 태도는 지식도보다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식도와 태도의 상관관계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지식도가 높을수록 태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서 교정칫솔은 사용률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치간칫솔은 인지율에서 높게 나타났

으며, 고무치간자극기와 치은맛사져는 대부분 모르고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정환

자가 구강위생용품을 선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력이 치과위생사이므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교정환

자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구강보건인력에 대한 구강위생용품을 선정하

고 추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

요하고, 교정환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부분 일반 대학생이나 치과 내원환자 그

리고 임상가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교

정환자를 대상으로 구강위생용품과 구강건강관리에 관

한 지식과 태도에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임상에서 교정환자를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교

육시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본연구의제한점으로는일부지역교정치과에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교정환자에 적용시키

기에문제가있으므로후속연구에서는연구대상과지역

을확대하여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된다. 

교정환자의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지식도와 태도 및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교정환자에게 적합

한 구강위생용품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일부 대

전지역에 있는 치과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교정환자를

추출하여 2011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352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한결과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1. 일반적인특성에따른구강건강관리에대한지식도

점수는 2.87±0.60이었고, 태도 점수는 2.96±

0.57로 나타났다. 칫솔 교환주기는 3개월 미만군

(p=0.007, p=0.000)과 1일 칫솔질 횟수는 3회 이

상군에서지식도와태도가높게나타났다.

2. 성별과 연령, 교정치료 기간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서 교정칫솔은 사용률에서 높게 나타났

고, 치간칫솔은인지율에서높게나타났다. 

3. 교정장치 종류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서

가철성군은 교정칫솔과 전동칫솔을 모른다고 답한

율이 높게 나타났고, 고정성군은 교정칫솔(67.3%)

과전동칫솔(40.8%)이사용률에서높게나타났다.

4.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에 대

한 지식도와 태도에서 교정칫솔, 전동칫솔, 양치용

액은 사용률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물사출기는

태도에서만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무치간

자극기, 치은맛사져, 물사출기는 인지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00). 

이상의 결과와 같이 교정환자의 구강건강에 관한 지

식도와 태도 및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는 일반적인 특

성 모두에서 교정칫솔이 사용률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치간칫솔은 인지율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물사출

기와 양치용액, 고무치간자극기와 치은맛사져는 사용률

이 낮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자

별 적합한 구강위생용품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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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면 교정환자들의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사용

율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구강보건인력에

대한 구강위생용품을 선정하고 추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교정환자에 대한 교

육과홍보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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