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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paration 
of toothbrushing and the opinion of teachers in the practice of toothbrush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school-based toothbrushing programs.

Methods : The subjects were 85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statistical package SPSS 18.0 

was used to obtain descriptive statistics an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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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 and toothbrushing preparation proved to be the most 
important priority in this study. The barriers to school-based toothbrushing guideance were limit 
of education time and shortage of space. School-based toothbrushing was related to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 in the meanwhile school without school-based toothbrushing program needed 
the toothbrushing facilities. About 87.5% of the schools had not equipped with toothbrushing 
facilities. If the facilities were given, 82.5% of the school would implement the program.

Conclusions : The elementary school is the place where the lifelong oral health program 
is given to the students, so it is very important to promote the school-based toothbtushing nationwid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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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은 건강이다. 건

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때 사람들은 주위 환경이나 다른 사람

들과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며, 이는 건강한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기초가 된다. 특히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의 기

초로서 몸 전체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구강건강은 

건강한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아동기는 신체나 정서의 성장발달이 가장 빠르고, 

인간생애 중 중요한 시기로 이때 형성된 구강보건의식은 평

생 구강건강관리의 기초가 되며 유치가 영구치로 교환되기 

시작하는 혼합치열기로 치아우식증 발생률이 높고 치아우식

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 그러므로 아동기의 구강보건교육과 

효과적인 구강보건관리는 일생동안의 구강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2).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구강건강을 파탄시키는 중대구

강병이다. 그러므로 중대구강병을 예방하는 행위는 구강건

강을 증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칫솔

질로 구강보건교육에서 중점적으로 교육하여야 할 것은 칫솔

질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3). 칫솔질 교육은 단순히 칫솔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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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지식의 주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칫솔질에 관한 

태도와 행동까지 변화시켜 구강건강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

시키는 목적달성과정이다.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의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을 살

펴보면 7세부터 12세의 학령기 아동은 24.7%에서 16.9%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실천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

아와 비교하면 2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4)
. 이는 유아

들의 경우 학부모의 유아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보건소 및 

지역사회에서 유아구강보건사업이 학령기 아동들의 구강보

건사업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고, 학교 수업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구강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때문이며, 초등학교 아동들

은 스스로 자신의 구강을 관리하고 구강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되었다5)
. 

우리나라에서는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면세균막을 적

절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집단칫솔질 교육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6)
, 학교집단칫솔질사업은 점심식사 후 칫솔질 

횟수를 증가시켜 중대구강병을 예방할 수 있는 집단구강보건

사업으로7)
 구강보건전문가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 학교의 지

도하에 실천할 수 있다.

초등학교 내 양치시설은 학령기 아동들의 올바른 칫솔질 

습관을 형성시키고 자기 스스로 구강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

록, 학생들의 주 생활공간인 교내에 양치시설을 설치하여 점

심식사 후 칫솔질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칫솔질 습관과 함께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8)
.

이 등9)은 학령기는 스스로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

을 유지, 증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가정구강보건교

육과 함께 학부모와 교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중

에서도 매일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담임교사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며10)
, 담임교사들은 아동과 같이 지속적인 생

활을 하며 학생의 건강관리의 직접적인 책임자이므로, 학교

교육의 장에서 교사의 태도 및 행동이 중요하다11)
. Flanders

12)

는 초등학교에서의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

구에서 아동들에게 구강보건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담임교사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에게 올바른 칫솔질 습관과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점심식사 후 칫솔질을 실천하도록 지도 관리하여야 하는 교

사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칫솔질 실천에 대한 의견을 알아

보고 추후 교사를 위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양치시설이 설치된 학교와 양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 각 1개씩 두 개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이다. 각 초등학교에 방문

하여 교장선생님과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

한 후 협조를 구하였고, 설문지는 2010년 7월 16일 양치시설 

설치학교 50부, 비설치학교 50부가 각 학교 보건교사를 통해 

선생님들에게 전달되었으며 1주일 뒤에 회수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 한 설문지를 제거한 후 최종 분석에 

이용된 설문지는 설치학교 45부, 비설치학교 40부로 총 85부

였다.

2. 연구도구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사용된 설문

도구는 성별, 연령, 교직경력, 업무, 직책 등의 일반적 특성 

5문항, 자가 인지한 치아건강상태,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 등 

치아건강에 대한 인식 2문항, 학생 치아건강관리에 대한 관

심, 학생대상 칫솔질 교육의 필요성, 치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학생의 치아건강관리에 대한 견해 3문항, 양치시설 

설치, 양치교실 프로그램 운영, 근무학교 내 양치시설 설치 

찬반의견, 찬성 시 기대사항 등 양치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4문항, 칫솔질 지도가 어려운 이유와 장애요인 등 칫솔질 실

천 지도의 어려움 2문항, 칫솔질 지도 담당 인력에, 교사교육, 

교사의 영향력 등 학생의 칫솔질과 교사업무와의 연관성에 

대한 3문항, 교사가 생각하는 칫솔질 실천 촉진 요인 1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양치

시설 설치학교와 비설치학교 간 교사의 치아건강관리에 대한 

인식과 양치시설에 대한 의견 등을 비교하기 위하여 교차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기대빈도가 5 이하인 셀이 많아 검정

값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Fisher의 정확한 검정값을 

제시하였다.

연구성적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성별은 여

자가 85.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30세-40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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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lassification Total(n=85)
Toothbrushing

facilities installed
(n=45) 

Toothbrushing
facilities non-installed

(n=40)
p*

Oral health 

status

In very good health 2 ( 2.4) 2 ( 4.4) -  .686

Sort of in good health 27 (31.8) 15 (33.3) 12 (30.0)

In a moderate state of health 36 (42.4) 19 (42.2) 17 (42.5)

Sort of in poor health 19 (22.4) 9 (20.0) 10 (25.0)

Absolutely in poor health 1 ( 1.2) -  1 ( 2.5)

Concern for 

oral health 

status

Very concerned 27 (31.8) 14 (31.1) 13 (32.5) .850

A little concerned 44 (51.8) 22 (48.9) 22 (55.0)

Usually 13 (15.3) 8 (17.8) 5 (12.5)

Scarcely concerned 1 ( 1.2) 1 ( 2.2) -  

*Fisher’s exact test

Table 2. The awareness of teachers about the health of the teeth

Item Characteristics 
Total 
(n=85)

Toothbrushing
facilities installed

(n=45) 

Toothbrushing
facilities non-installed

(n=40)
Gender male 12 (14.1) 5 (11.1) 7 (17.5)

female 73 (85.9) 40 (88.9) 33 (82.5)

Age less than 30 18 (21.2) 10 (22.2) 8 (20.0)

less than 30 - 40 30 (35.3) 16 (35.6) 14 (35.0)

less than 40 - 50 19 (22.4) 9 (20.0) 10 (25.0)

more than 50 18 (21.2) 10 (22.2) 8 (20.0)

Career less than 5 18 (21.2) 11 (24.4) 7 (17.5)

less than 5 - 10 16 (18.8) 8 (17.8) 8 (20.0)

less than 10 - 20 20 (23.5) 10 (22.2) 10 (25.0)

less than 20 - 30 18 (21.2) 10 (22.2) 8 (20.0)

more than 30 13 (15.3) 6 (13.3) 7 (17.5)

Duties homeroom teacher 64 (75.3) 36 (80.0) 28 (70.0)

non-homeroom teacher 21 (24.7) 9 (20.0) 12 (30.0)

Position common teacher 71 (83.5) 38 (84.4) 33 (82.5)

head teacher 10 (11.8) 5 (11.1) 5 (12.5)

administrator 4 ( 4.7) 2 ( 4.4) 2 ( 5.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만(35.3%), 교직경력은 10년-20년 미만(23.5%)이 가장 많았

고, 75.3%가 담임을 맡고 있었으며, 일반교사가 83.5%로 가장 

많았다. 

2. 교사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교사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은 <Table 2>와 같다. 교사 

스스로 인지하는 구강건강 상태에 대해 보통이다(42.4%), 건

강한 편이다(31.8%) 순으로 응답하였고, 구강건강에 대한 관

심은 조금 관심 있다(51.8%), 매우 관심 있다(31.8%) 순으로 

조사되었다. 

3. 학생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견해

학생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교사의 견해는 <Table 3>과 

같다. 학생들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은 교사의 47% 정

도가 많다고 응답하였고, 양치시설 설치학교 교사(55.5%)가 

비설치학교 교사(37.5%)보다 관심 있다고 응답한 율이 높았

으나, 통계적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양치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교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칫솔질 교육

이 필요하다(97.6%)고 응답하였다. 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6%가 교내 양치시

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구강관리 프로그

램(45.9%), 전문가 교육(32.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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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lassification Total(n=85)
Toothbrushing

facilities installed
(n=45) 

Toothbrushing
facilities non-installed

(n=40)
p

Concern for the oral 

health care of 

students

Very concerned  7  (8.2)  5 (11.1)  2 ( 5.0) .384

Relatively concerned 

a lot
33 (38.8) 20 (44.4) 13 (32.5)

Usually 33 (38.8) 15 (33.3) 18 (45.0)

Scarcely concerned 12 (14.1)  5 (11.1)  7 (17.5)

Necessity of 

toothbrushing 

education for 

students

Yes 83 (97.6) 43 (95.6) 40 (100.0) .496

No  2 ( 2.4)  2 ( 4.4) -  

Necessities for the 

oral health of 

students*

Installation of arrangements

for toothbrushing at school
43 (50.6) 13 (28.9) 30 (75.0)  .001** 

Oral health care programs 39 (45.9) 25 (55.6) 14 (35.0)

Education by experts 28 (32.9) 20 (44.4)  8 (20.0)

Toothbrushing media  5 ( 5.9)  2 ( 4.4)  3 ( 7.5)

The others  6 ( 7.1)  5 (11.1)  1 ( 2.5)

* Weights assigned to multiple responses result after analyzing.
**p<.001, by Fisher’s exact test.

  

Table 4. Difficulties in toothbrushing guidance

Item Classification Total(n=85)
Toothbrushing

facilities installed
(n=45) 

Toothbrushing
facilities non-installed

(n=40)
p

The reason that 

it's difficult to 

offer 

toothbrushing 

guidance

Time constraints 33 (38.8) 22 (48.9) 11 (27.5) .002**

Heavy workload 23 (27.1) 14 (31.1)  9 (22.5)

A shortage of a space available 24 (28.2)  5 (11.1) 19 (47.5)

Lack of knowledge on the right 

toothbrushing method
 2 (2.4)  2 (4.4) -  

The others  3  (3.5)  2 (4.4)  1  (2.5)

Barriers to the 

practice of 

toothbrushing*

Time constraints 35 (41.2) 25 (55.6) 10 (25.0)  .001***

A shortage of rrangements for 

toothbrushing
30 (35.3)  5 (11.1) 25 (62.5)

It's onerous 24 (28.2) 16 (35.6)  8 (20.0)

It's not easy to keep 

toothbrushes and toothpaste
17 (20.0)  9 (20.0)  8 (20.0)

Poor awareness of 

toothbrushing
16 (18.8) 10 (22.2)  6 (15.0)

Disinterest of schools and 

teachers
 4  (4.7)  1 (2.2)  3  (7.5)

The others  1  (1.2) -  1  (2.5)

* Weights assigned to multiple responses result after analyzing.
**p<0.05, ***p<0.001, by Fisher’s exact test.

Table 3. Opinion about the student’s oral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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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lassification  Total(n=85)
Toothbrushing

facilities installed
(n=45) 

Toothbrushing
facilities non-installed

(n=40)
p

Opinions on who should 

be in charge of 

toothbrushing guidance

School nurses 28 (32.9) 17 (37.8) 11 (27.5) .540*

Teacher 29 (34.1) 12 (26.7) 17 (42.5)

Teachers who are 

wholly responsible for 

arrangements for 

toothbrushing.

10 (11.8)  5 (11.1)  5 (12.5)

Dental hygienists of 

public dental clinics
 4 (4.7)  2 (4.4)  2 (5.0)

The others 14 (16.5)  9 (20.0)  5 (12.5)

Teacher education about 

toothbrushing guidance

Necessary 60 (70.6) 29 (64.4) 31 (77.5) .187

Unnecessary 25 (29.4) 16 (35.6) 9 (22.5)

The influence of teachers

on the practice of 

toothbrushing

Influential 74 (88.1) 39 (86.7) 35 (89.7) .664*

Not influential 10 (11.9)  6 (13.3)  4 (10.3)

No response  1 (1.2) -   1 (2.6)

 Analysis, except the non-response.

 *Fisher’s exact test.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the practice of toothbrushing among students and the work of teachers

시설 설치학교의 교사는 구강관리 프로그램(55.6%)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비설치학교에서는 75.0%의 교사가 

양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p<.001). 

4. 칫솔질 실천을 위한 지도의 어려움

학생들의 칫솔질 실천을 위한 지도의 어려움은 <Table 4>

와 같다. 평소 칫솔질 지도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시간 

부족(38.8%), 공간 부족(28.2%), 업무 과다(27.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양치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교사들이 느끼는 어

려움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설치학교 교사는 시

간 부족(48.9%)과 업무가 과다(31.1%)가 주된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비설치학교 교사는 양치 공간의 부족이 47.5%

로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시간 부족(27.5%), 업무 과다

(22.5%)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학생들의 교내 

칫솔질 실천의 장애요인은 시간적 여유 부족이 4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치 시설 부족(35.3%), 귀찮아서(28.2%), 

칫솔, 치약의 보관 불편(20.0%)의 순이었다. 양치시설 설치학

교 교사는 시간적 여유 부족(55.6%)과 귀찮아서(35.6%)가 장

애요인이라고 응답한 율이 많았고, 비설치학교 교사는 62.5%

가 양치시설 부족이라고 응답하여 양치시설 설치 여부에 따

라 학생들의 교내 칫솔질 실천 장애요인에 대한 교사의 생각

에는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p<.001).

5. 학생의 칫솔질 실천과 교사업무와의 연관성

학생의 칫솔질 실천과 교사업무와의 연관성에 대한 교사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학교 내에서 칫솔질

지도를 담당해야하는 인력이 교사라고 응답한 율이 3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교사(32.9%), 양치시설 전담교사

(11.8%), 보건소 치과위생사(4.7%)의 순이었으며, 16.5%가 

응답한 기타 의견에는 부모(가정), 학생 스스로, 교사와 보건

교사가 함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양치시설 설치학교 교사

는 보건교사(37.8%)의 업무, 비설치학교 교사는 교사(42.5%)

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차이

는 인정되지 않았다(p>.05). 교사의 70.6%는 학생의 칫솔질

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88.1%는 교사의 칫솔질 지도가 학생의 칫솔질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며, 양치시설 설치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p>.05). 

6. 학생 칫솔질 실천 촉진 요인

학생 칫솔질 실천 촉진 요인은 <Table 6>과 같다. 교내 양치

시설 설치가 학생의 칫솔질을 촉진한다는 응답율이 5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강관리 프로그램(45.9%), 전문가 교

육(32.9%) 순이었다. 양치시설 설치학교에서는 구강관리 프

로그램(55.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설치학교에서는 교

내 양치시설 설치(75.0%)가 가장 높은 촉진요인으로 나타나, 

양치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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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lassification Frequency (%)

Necessity of the installation of 

arrangements for toothbrushing

 

Very necessary 16 (40.0)

Relatively necessary 19 (47.5)

Usually  3  (7.5)

Not much necessary  2  (5.0)

Definitely unnecessary -  

Toothbrushing programs
Very important 14 (35.0)

Relatively important 21 (52.5)
Usually 4 (10.0)
Not much important 1 (2.5)

Definitely unimportant -  

Pros and cons on the installation of 

arrangements for toothbrushing

Totally agree 19 (47.5)

Relatively agree 14 (35.0)

Usually  6 (15.0)

Relatively oppose  1  (2.5)

Definitely oppose -  

Expectations among the 

approvers(n=33)†
Building up a toothbrushing habit 18 (54.5)

Conducive to the health of the teeth 12 (36.4)

Prevention of dental caries 2 (6.1)

Improvement of toothbrushing skills  1  (3.0)

Table 7. Toothbrushing facilities installed for toothbrushing facilities non-installed school teacher opinion
(n=40)

Item Total(n=85)
Toothbrushing

facilities installed
(n=45) 

Toothbrushing
facilities non-installed

(n=40)
p*

Installation of arrangements for 

toothbrushing at school
43 (50.6) 13 (28.9) 30 (75.0) .001** 

Oral health care programs 39 (45.9) 25 (55.6) 14 (35.0)

Education by experts 28 (32.9) 20 (44.4)  8 (20.0)

Educational media for

toothbrushing
 5  (5.9)  2  (4.4)  3  (7.5)

The others  6  (7.1)  5  (11.1)  1  (2.5)
* Weights assigned to multiple responses result after analyzing.
**p<0.001, Fisher’s exact test.

  

Table 6. Students practice toothbrushing facilitating factors

7. 양치시설 비설치학교 교사의 양치시설 설치
에 대한 의견

  양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

의 양치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은 <Table 7>과 같다. 양치시설 

설치에 대해 교사의 40.0%가 매우 필요하다, 47.5%가 비교적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학생의 치아관리를 위한 양치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35.0%, 비교적 중요하다는 

52.5%로 응답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교사의 약 87% 정도

가 양치시설이 필요하고, 양치시설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양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47.5%가 적극 찬성, 

35.0%가 비교적 찬성하였고, 찬성하는 교사의 54.5%는 학생

의 칫솔질 습관 형성을 기대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치아 건강을 기대(36.4%)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괄 및 고안

학교구강보건은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의 구강건강을 합

리적으로 관리하고 학생의 구강보건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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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켜 일생 동안 구강건강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시켜 주는 계속적인 과정으로, 학교보건의 한 영역인 

동시에 학교교육의 일부이다. 학교교육의 장에서 교사들의 

태도 및 행동은 학생들에게 모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히 교사의 구강보건에 관한 태도 및 행동이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13)
. 또한 아동 스스로 구강건강을 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가정에서는 부모, 학교에서는 교

사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구강보

건교육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태도변화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칫솔질 실천에 대

한 의견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관

심도가 차이가 있고 그들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칫솔질 실

천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사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중 구강건강 상태는 42.4%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34.2%가 건강한 편이다라고 응답 

하였다. 이는 32.9%가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최 등14)의 연구

와 비슷한 결과이다.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은 조금 관심 있다 

51.8%, 매우 관심 있다 31.8%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교사가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교사의 이와 

같은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

로 생각된다.

학생 구강건강관리에 대하여 교사의 47%정도가 관심이 많

다고 응답하였고, 양치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교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칫솔질 교육이 필요하다(97.6%)

고 응답하였다. 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6%가 교내 양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구강관리 프로그램(45.9%), 전문가 교

육(32.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양치시설이 이미 설치된 학

교의 교사는 구강관리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

고, 양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75.0%의 교사가 

양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생의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서는 우선 모든 학교에 양치시설을 설치하고 이

러한 시설을 활용하여 학교구강보건을 체계화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각 학교에 맞는 양치프로그램의 도입과 적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생들의 칫솔질 실천을 위한 지도의 어려움은 시간 부족

(38.8%), 공간 부족(28.2%), 업무 과다(27.1%)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 양치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

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양치시설 설치학교 교사는 시간 

부족(48.9%)과 업무가 과다(31.1%)가 주된 어려움이라고 응

답하였으며, 비설치학교 교사는 양치 공간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었다. 안과 김15)이 주장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서 구강보건교육 중 칫솔질 교육을 핵심적으로 

실시하고, 칫솔질 실천교육도 하여야 하며, 담임교사의 관심

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칫솔질 실천 지도를 또 하나의 고된 업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학생들의 교내 칫

솔질 실천의 장애요인은 시간적 여유 부족이 4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치 시설 부족(35.3%), 귀찮아서(28.2%), 

칫솔, 치약의 보관 불편(20.0%)의 순이었다. 양치시설 설치학

교 교사는 시간적 여유 부족(55.6%)과 귀찮아서(35.6%)가 장

애요인이라고 응답한 율이 많았고, 비설치학교 교사는 62.5%

가 양치시설 부족이라고 응답하여 양치시설 설치 여부에 따

라 학생들의 교내 칫솔질 실천 장애요인에 대한 교사의 생각

에는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치시설의 

설치가 전부가 아니고 칫솔질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치시설을 

설치하였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 요소와 이를 

관리 감독할 교사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로 인식되도

록 검토되어야 한다. 학교의 교육과정에 칫솔질 실천 시간을 

포함시켜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칫솔질이 중요하다는 사실

을 인식시키고, 각 반에 칫솔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실제 주민 

및 학교인구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주

정부의 구강보건국내 구강보건교육 담당부서가 주체가 되고 

있으며, 다양한 구강보건교육자료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교

육자를 교육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16)

. 미국의 사례와 같이 학교구강보건을 전담하는 부서가 주

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강보건교육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 져야할 것이다.

학생의 칫솔질 실천과 교사업무와의 연관성에서 학교 내에

서 칫솔질지도를 담당해야하는 인력이 교사라고 응답한 율이 

3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교사(32.9%), 양치시설 

전담교사(11.8%), 보건소 치과위생사(4.7%)의 순이었다. 교

사의 70.6%는 학생의 칫솔질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88.1%는 교사의 칫솔질 지도가 학생

의 칫솔질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87.4%가 구

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최 등14)의 연구에서와 같

이 대부분의 교사들이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

다. 구강보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결여되지만, 학생들과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칫솔질 실천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사가 생각하는 학생 칫솔질 실천 촉진 요인은 양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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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구강관리 프로그램, 전문가 

교육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양치시설 여부에 따라서는 양

치시설이 이미 설치학교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강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고, 양치시설이 설치되

지 않은 학교에서는 양치시설 설치(75.0%)가 가장 높은 촉진

요인으로 나타나 두 그룹간의 차이를 보였다. 강 등17)의 연구

에서 칫솔질 교육 프로그램은 학령전기 아동의 칫솔질 방법, 

칫솔질 시간, 치약 사용 등과 같은 구강관리 행위를 긍정적으

로 변화시켰고 치면세균막지수 감소와 우식치아 발생도 억제

하여 일정부분 아동의 구강건강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칫솔질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자리잡기 위

해서는 우선 학생들이 편하게 양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양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양치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은 40.0%가 매우 필요하다, 47.5%

가 비교적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87.5%의 교사가 양치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학생의 치아관리를 위한 양치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87.5%의 교사가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양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82.5%가 찬성하였고, 대부분의 교

사가 양치시설을 통하여 학생의 칫솔질 습관 형성과 치아 

건강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 양치시설은 

학령기 아동들의 올바른 칫솔질 습관을 형성시키고 자기 스

스로 구강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였다8)
. 양치시설은 2009년에 전국 8곳에 설치되었고 2012

년에는 인천 남동구, 서울 성동구 등에 추가 설치되어 운영되

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사회공익사업으로 설치하거나 지방자

치단체, 교육청의 예산 등으로 설립되었다.

총괄적으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나 담임교사가 보건교사

와 연계성 있는 구강보건교육의 계획과 시행이 필요하고, 학

년별로 아동의 수준과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자료 개발이 시

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학교구강보건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주로 머무는 공간에서 일상생활처럼 구강

건강관리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에

서도 각 학교에 양치시설을 설치하고 양치교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양치시설 설치학교와 비설치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아직 전국에 양치시설이 설

치된 학교의 수가 부족하며,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수가 

많지 않아 연구대상자의 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 양치시설 설 학교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대상자의 확대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

기에 전국에 적용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결론

초등학교 양치시설 설치 여부에 따른 교사의 학생 칫솔질 

실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양치교실 설치의 기초적인 자

료를 마련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교사 85명을 대상으로 연구

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양치시설 설치학교 45부와 비설치

학교 40부로 총 85부였다. 자료분석은 SPSS 18.0 통계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량을 산출하고, 교차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기대빈도가 5 이하인 셀이 많아 검정값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Fisher의 정확한 검정값을 제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교사의 구강건강 상태는 보통(42.4%), 건강한 편(31.8%), 

건강하지 않은 편(22.4%) 순으로 인식하였고, 구강건강

에 대하여 31.8%가 매우 관심이 있었고, 51.8%가 조금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생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에서 양치교실이 설치

된 학교 교사는 비교적 관심이 많은 편이다(44.4%), 양치

교실 비설치 학교 교사는 보통이다(45.0%)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학생 구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서 양

치교실이 설치된 학교 교사는 구강관리 프로그램, 양치

교실 비설치 학교 교사는 양치시설 설치를 필요사항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3. 칫솔질 지도가 어려운 이유와 칫솔질 실천 장애요인에서 

양치교실이 설치된 학교 교사는 시간부족, 양치교실 비

설치 학교 교사는 공간부족을 가장 높은 이유로 응답하

였다.

4. 칫솔질 실천 지도를 위한 교사교육이 필요하다(70.6%)고 

조사되었고, 칫솔질 실천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이 있다

는 응답이 88.1%로 나타났다.

5. 교사가 생각하는 학생 칫솔질 실천 촉진 요인에서 양치

교실이 설치된 학교는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양치

교실 비설치 학교는 양치시설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6. 양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에서 양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7.5%

로 조사되었고, 양치시설 설치의견은 82.5%가 찬성한다

고 나타났다. 또한 찬성 시 기대사항은 칫솔질 습관형성

이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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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결론에서 평생 구강건강의 기틀이 잡히는 초

등학교 학령기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치시설

이 필요하고, 양치교실을 통한 칫솔질의 습관 형성이 필요하

며 학생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칫솔질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다양한 구강보건교육 매체를 활용한 구강보건교육이 지속적

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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