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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oral health education

conducted by a dental hygienist in order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n intensive oral health

education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thods : Subjects were the students of J and M elementary schools in Seoul from October

28 to November 16, 2011. Oral health education was provided by a dental hygienist, and then

they took the PHP test again to verify the effect of the oral healt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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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Concerning changes in PHP scores after the oral health education, the scores of

the students dropped from 2.34 in the pretest to 1.85 in the posttest(p<.001). As to changes

in PHP scores by grade after the oral health education, the third graders and sixth graders got

2.40 and 1.36, respectively. Regarding satisfaction level with the oral health education, they got

4.07 out of five points. Among the items of satisfaction with the oral health education by grade,

there were significant gaps in a change of toothbrushing method(p<.001) and a change of dietary

control(p<.001) by grade.

Conclusions : The finding of the study showed that both the third and sixth graders had

less score in the PHP test and credibility to the effectiveness of the oral health education by

the dental hygie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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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오늘날 높은 소득수준과 과학기술 및 의치의학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건강과 삶의 질의 향상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 사항이 되었다 특히 구강건강은 일생동안의 건강에 필.

수적인 구성요소로서 구강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구강질환을

치료하지 않는 것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강병은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응급인

경우가 적으며 만성과정을 밟기 때문에 구강병이 발생되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 따라서 구강보건.

향상은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이나 교육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은 개인이나 집단

의 구강건강 상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들 중 하나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구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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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태가 열악하다2-6) 등. Thomson
7)은 어린 시절의 사회경제

적 요인이 그 시기의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성인기 구강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초.

등학생은 유치가 영구치로 교환되는 시기로 구강보건 행동은

일생동안 구강건강 관리의 기초가 되므로 효율적인 구강건강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에는 치아우식증이 다발되고.

치은염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구강보건에 대한 정확,

한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여 평생 동안 스스로 구강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8)
.

이런 이유로 초등학생 시기에서는 철저하고 전문적인 구강

보건사업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의 보건교육 체계에서는,

전문적인 구강보건교육의 시행이 쉽지 않은 편이다 또한 아.

동의 구강건강관련행위는 아동의 모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

이 높다는 류 등9)과 최 등10)의 선행 연구를 고려할 때 대부분

의 학부모가 구강보건교육을 받을 기회가 쉽지 않은 현실에

서 본인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구강건강관리와 예방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아동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자가 구강건강관리

법으로 올바른 칫솔질의 습관 정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11-15)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학령기부터 지속적인 구강보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강보건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식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키는 목적달성 과정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각 구성원.

의 구강건강수준은 구강건강에 관여하는 지식 태도 및 행위,

를 합리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만이 향상되고 구강건강에 관,

여하는 지식 태도 및 행동은 구강보건교육을 통해서 변화되,

기 때문이다 구강병을 관리하는 데에는 전문가의 처치 외에.

구성원 각자의 합리적인 구강위생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므.

로 구강보건교육에 관여하는 사람은 구강보건교육의 개념을

숙지하여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1)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구강보건교육은 이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숙지

한 관련 전문가인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에 의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성과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에서 구강보건실 등을 설치하여 치위생

전문가에 의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다.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구강보건교육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칫솔질이

며 정확한 칫솔질 교육이 가장 핵심적인 구강보건교육이라고

알려져 있다16) 특히 치면세균막 관리를 위한 칫솔질은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구강건강행동으로써 매 식후와 취침

전 주기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의 실천은 무엇보다 중요하

다.

본 연구는 송과 김17) 연구의 후속적 성격의 연구에 해당한

다 기존 연구가 초등학교 학년과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 4

한 것인바 구강보건교육의 지속적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한계

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년간의 구분을 확대하여.

학년과 초등학령기의 정점에 있는 학년을 연구대상으로3 6

한 분석을 통해 현 구강보건교육환경에서 치위생전문가 즉,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등에 의한 교육 후의 구강위생 상태

를 비교함으로써 생애주기에 따른 구강위생관리라는 측면에

서 초등학교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를 통해 향후 모든 초등학교에 치과위생사 등 구강보건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전문가에 의한 계속적 구강보건교육의 시행

과 구강보건실의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

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현 구강보건교육 체계에서의 사전에 구강위생관리능

력검사와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치위생과 학생들로부터 회2

에 걸친 계속적인 구강보건교육 후의 칫솔질법 변화 식이조,

절 변화 충치예방법 지식변화 구강보건교육 평가와 교육, ,

만족도를 조사한다 둘째 구강상태를 알기 위하여 초등학생. ,

을 대상으로 구강위생관리능력검사 를 실시한다(PHP index) .

마지막으로 교육 후의 구강위생관리능력검사로 구강보건교

육 전후의 비교분석을 통해 치위생전문가의 구강보건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1.

본 연구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서울시2011 10 28 11 16

소재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서 저학년에서는 학년 고학J M 3 ,

년에서는 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는6 .

구강위생관리능력검사와 설문 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학교 및 초등학생 보호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응답하

도록 하였다 구강보건교육은 치위생과 학생 중 지원자를 선.

발하여 명의 학생이 동일한 구강보건교육 자료를 가지고6

실습하였으며 연구자 인은 구강위생관리능력검사방법을, 2

실습하여 숙달된 후 실시하였다 구강위생관리능력검사는. 1

회의 칫솔질 교육으로 주간의 구강환경관리 능력이 지속된2

다는 결과1)를 근거로 교육 전 차 검사한 다음 주 간격으로1 2

차에 걸쳐 연구자가 직접 구강보건교육 후 검사를 시행하였2

다 차 검사교육 전와 차 검사교육 후에 모두 응한 학생. 1 ( ) 2 ( )

은 명으로 학년 명 학년 명이었다 그리고 구강423 3 204 , 6 228 .

보건교육 만족도 설문지는 한18)과 유19)의 문헌 연구를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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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구에 필요한 설문지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총 부. 432

를 배부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 방법을 직접 설명한 다음 작성

하게 하여 학년 명 학년 명 총 명의 설문지를3 198 , 6 217 415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응답에 문제가 있는 부. 24

를 제외하고 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391 .

연구방법2.

연구도구2.1.
구강위생관리능력지수의 측정은 구강보건교육 전과 치위생

전문가에 의한 구강보건교육 후 총 차례에 걸쳐 상악 양측2

제 대구치 협면과 우측 중절치 순면 하악 양측 제 대구치 설1 , 1

면과좌측중절치의순면 총 개치아를검사대상치아로하여, 6

근 원심으로 등분 한 뒤 중앙부분을 다시 등분하여 총 개3 3 5ㆍ

부위로 분할하여 시행하였다 측정방법은 조사대상 치아의. 5

개 분할면 중 치면세균막이 부착되지 않으면 점 치면세균막0 ,

이 부착되었으면 점으로 한 치아 당 총 점을 만점으로 하여1 5

구강내검사대상인 개치아 전체치면에치면세균막이부착되6

어 있으면 점을 최대점수로 부여한 후 평점화하였다30 .

구강보건교육 후 만족도 조사 설문문항은 총 문항으로20

칫솔질법 변화 문항 식이조절 변화 문항 충치예방의 지식5 , 3 ,

문항 구강보건교육 평가 문항이다 설문 문항 도구는5 , 7 .

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Likert 5 ,

응답을 나타낸다.

측정도구의 신뢰도2.2.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구강보건교육 후 만족도 조사 설문

지의 신뢰성을 위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에서 의 는 약 으로 신Cronbach‘s 0.896α

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자료 분석3.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Social Sciences) WIN 19.0 .

분석기법은 구강보건교육 전후의 구강위생관리능력 변화,․
구강보건교육 후 만족도 조사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대,

응표본 를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의 판단 기준은t-test .

로 하였다=0.05 .α

연구결과

구강보건교육 전후의 학년별 구강위생관리1. ․
능력 변화

구강보건교육에 따른 학년별 구강위생관리능력 변화는

과 같다 구강보건교육 전 학년 구강위생관리능력<Table 1> . 3

평균은 점 학년 구강위생관리능력 평균은 점으로2.80 , 6 2.00

학년이 낮았다 구강보건교육 후 학년 구강위생관6 (p<.001). 3

리능력 평균은 점 학년 구강위생관리능력 평균은2.40 , 6 1.36

점으로 교육 후는 구강보건교육이 학년과 학년 모두에서3 6

구강위생관리능력을 낮추는 결과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전체로는 구강보건교육 전 구강위생관(p<.001).

리능력 평균은 점으로 나타났으며 주 간격으로 회의2.34 , 2 1

구강보건교육 후 구강위생관리능력 평균은 점으로 나타1.85

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p<.001).

적으로 치위생전문가의 구강보건교육이 구강위생관리능력

변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구강보건교육 만족도 수준2.

구강보건교육 만족도2.1.
구강보건교육 만족도는 와 같이 나왔으며 점<Table 2> , 5

만점 중 전체 평균 점으로 구강보건교육 만족도가 높은4.07 ,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 만족도를 묻는 문항 중 구강.

보건교육 평가 문항 중 올바른 칫솔질법이 평균 점으로‘ ’ 4.34

가장 높게 나왔고 식이조절변화에서 치아에 좋은 음식나쁜, ‘ ․
음식 구별이 점 충치예방법 지식변화에서 불소가’ 4.40 , ‘ ’ 4.37

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강위생용품 사용이 점으로. ‘ ’ 3.29

가장 낮았으며 식사 직후 칫솔질 시행 이 치아에 나쁜, ‘ ’ 3.47, ‘

음식 먹지 않음이 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역별로는’ 3.81 .

충치예방법 지식이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 ’ 4.26 , ‘

보건교육 평가가 점 식이조절 변화가 점 순으로’ 4.18 , ‘ ’ 3.96

Classification
3rd grade
(N=187)

6th grade
(N=204)

Total
(N=391) p

Mean SD Mean SD Mean SD

Before oral health education 2.8 1.01 2 0.86 2.34 1.01 .000

After oral health education 2.4 0.98 1.36 0.76 1.85 1.01 .000

p<.001, by t-test

Table 1. A change in PHP by grade before and after oral healt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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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칫솔질법이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3.87 .

이상과 같이 구강보건교육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그리.

고 치아에 좋은 음식나쁜 음식 구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위생용품 사용정도가 가장 낮았다.

학년별 구강보건교육 만족도2.2.
학년별 구강보건교육 만족도를 살펴 본 결과는 <Table 3>

과 같이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만족도 결과 모든 항목에서 학3

년 학생이 학년 학생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6

Items
Total

Mean SD

Evaluation of oral health

education

Distinction between good and bad foods for teeth 4.26 0.91

Method of preventing a decayed tooth 4.30 0.86

Right toothbrushing method 4.34 0.83

Helpful level for oral health in oral health education 4.20 1.02

Method of using oral hygiene devices 4.12 1.02

Interest level in oral health education 3.97 1.21

Desiring to take oral health education again 4.04 1.19

Evaluation of oral health education(sub-total) 4.18 1.01

A change in knowledge on a

method of preventing a decayed

tooth

Fluorine 4.37 0.90

Right toothbrushing method 4.34 0.81

Regular oral examination 4.23 1.00

Vegetablesfruits․ 4.18 1.12

Pit and fissure sealing 4.19 1.05

Knowledge on a method of preventing a decayed

tooth(sub-total)

4.26 0.98

A change in dieting

Distinction between good and bad foods for teeth 4.40 2.21

Intake of good food for teeth 3.81 1.11

Non-intake of bad food for teeth 3.67 1.18

A change in dieting(sub-total) 3.96 1.50

A change in toothbrushing

method

Toothbrushing method 4.34 0.80

Toothbrushing in the gum and the tongue 4.24 0.94

Toothbrushing time 4.01 1.03

Execution of toothbrushing right after having a meal 3.47 1.13

Level of using oral hygiene devices 3.29 1.34

Toothbrushing method(sub-total) 3.87 1.05

Satisfaction with oral health education(Total) 4.07 0.67

Table 2. Satisfaction with oral health education

Items
3rd grade
(N=187)

6th grade
(N=204)

Total
(N=391) p

Mean SD Mean SD Mean SD
Evaluation of oral health education 4.45 0.66 3.93 0.82 4.18 0.79 .000

A change in knowledge on a method

of preventing a decayed tooth
4.39 0.71 4.13 0.79 4.25 0.77 0.001

A change in dieting 4.34 0.76 3.61 1.3 3.96 1.14 .000

A change in toothbrushing method 4.06 0.77 3.69 0.66 3.87 0.74 .000

Satisfaction 4.31 0.56 3.84 0.69 4.07 0.67 .000

p<.001 by t-test

Table 3. Satisfaction with oral health education by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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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예방법 지식에서는 학년 학생이 학년 학생(p<.001). 3 6

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식이조절 변화에서는 학년 학생이 학년 학생보다. 3 6

만족도가 높았으며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칫솔질법 변화에서는 학년 학생이 학년 학생보다(p<.001). 3 6

만족도가 높았으며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01).

총괄및고안

학령기 시기는 유치가 탈락하고 영구치가 맹출 하는 시기

로 아동은 항상 구강에 대해 불안함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며,

치아우식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어서 치과에 자주 방문하여

가능한 예방처치를 해 주도록 하여야 한다1) 따라서 김과.

최20)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학령기에 구강보건교육을 통하

여 아동의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생애주기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시절에 형성된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가 장차 일생을 통하여 구강건강관리를 하는데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도 초등학교 학령기에서의 구강보건교육의 중

요성을 재론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은 모든 연령층에서도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

생애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 학령기에 구강보건교

육을 강화시키기 위해 치위생전문가에 의한 구강보건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된 본 연구의 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강보건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강보건교육 전과

후에 시행한 구강위생관리능력지수 검사 결과 구강보건교육

전 구강위생관리능력 평균은 점에서 구강보건교육 후2.34

점으로 구강보건교육이 구강위생관리능력 변화에 영향1.85

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구강보건교육에 따른 학년별 구강위생관리능력 변화는 구

강보건교육 전 학년 학생이 점 학년 학생이 점으3 2.80 , 6 2.00

로 나타났으며 구강보건교육 후는 학년 학생이(p<.001), 3

점 학년 학생이 점으로 구강보건교육에2.40 , 6 1.36 (p<.001),

따른 학년별 구강위생관리능력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 등. 21)의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저학년 고학년 학생 모두 감소하여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

이는 전 등의 연구에서 주 간격으로 회씩 총 회 실시한4 1 4

구강보건교육에서 저학년 점의 감소와 고학년 점 감0.65 0.70

소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고학년의 감소 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 장과 김.
22)의 초등학교 학년을 대상으로 치면착6

색제를 이용한 회 반복 집단 칫솔질 교육 연구결과에서5 1.87

의 감소를 보였으며 송과 김,
17)의 연구에서도 학년 학생을3

대상으로 치면착색제를 이용한 회 구강보건교육의 연구결2

과에서 학년 점 감소를 보였으며 본연구의 감소정도와3 0.65

차이를 보인 것은 여러 번의 반복적인 잇솔질 교육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연구대상 전체 구강보건교육 만족도는 점 만점에서 전체5

평균 점으로 연구대상 학생들은 구강보건교육의 만족도4.07 ,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구강교육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칫솔질법 변화 식이조절 변화 충치예방의 지식, ,

변화 구강보건교육 평가 모두 만족도가 학년 학생이 학년, 3 6

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안 등.
23)의 연구결과에서 구강보건

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적극적이므로 저학년일수록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을 통하

여 정확한 구강보건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계속적이고 체계

적으로 구강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강위생관리능력은 구강보건교육 전과 후 모두에서 학3

년이 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6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과 실천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학년과 학년 모두에서 구강위생. 3 6

관리능력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치위생전문

가에 의한 구강보건교육의 실효성을 검증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
24)의 연구결과에서 구강보건지식과 행동

실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올바른 구강건강 실천을

위해서는 학교구강보건실에서의 구강보건교육 강화와 교육

시 실천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생애주기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초등학생부터 교내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치위생전

문가가 상주하여 지속적으로 구강보건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는 한과 황.
25)의 연구결과에

서도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학교의 학생이 학교구강보건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이 등,
26)의 연구결과에서도

성별과 학년에 관계없이 학교구강보건실의 필요성과 구강건

강담당 교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김, 27)의 연구결과

에서도 학교구강보건실에 치과위생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학생이 로 나타났으며 칫솔질교습을 가장 선호하였다74.7% .

따라서 구강보건교육의 효과는 높이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구강,

보건교육 매체와 치면착색제를 이용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구강보건교육의 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기존 구

강보건환경과 치위생전문가의 구강보건교육을 단순 비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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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함으로써 실제 비전문가 보건교사 및 일반교사 와 치위생( )

전문가의 구강보건교육 효과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치위생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

강보건교육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환경의 차이에

의한 구강건강효과에 대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구도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위생전문가에 의.

한 효과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초등학생의 구강보건환경을 개

선시킨다는 것과 생애 주기적 측면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계획된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 것만으로도

본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전문가에 의한 구강보건교육의 효과를 검

증하여 생애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초등학생기의 구강보건교

육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조.

사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이며 연구대2011 10 28 11 16 ,

상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J M

다 연구방법은 학년과 학년을 대상으로 차 구강위생관리. 3 6 1

능력 검사를 한 다음 치위생전문가가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한

이후의 구강위생관리능력 검사를 통해 구강보건교육의 효과

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치위생전문가의 교육에 대한 구강보.

건교육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구강보건교육에 따른 구강위생관리능력 변화는 구강보1.

건교육 전 점에서 구강보건교육 후 점으로 감소2.34 1.85

하였다(p<.001).

구강보건교육에 따른 학년별 구강위생관리능력 변화는2.

구강보건교육 전 학년 학생이 점 학년 학생이3 2.80 , 6

점에서 구강보건교육 후 학년 학생이 점 학2.00 3 2.40 , 6

년 학생이 점으로 감소하였다1.36 .

구강보건교육 만족도 수준은 점 만점 중 점으로3. 5 4.0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구강보건교육 만족도는 학년 학생이 학년 학생4. 3 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학년별 구강보건교육 만족도 문항에서 칫솔질법 변화5.

식이조절 변화 는 학년에 따른 유의미(p<.001), (p<.001)

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과 학년 모두에서 구강위생관리능력이 낮아진 것으3 6

로 나타난 결과는 치위생전문가에 의한 구강보건 교육의 실

효성을 검증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

서 구강보건교육 효과가 높았다는 것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애주기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 학령기부터 초등학교에 구강보건

실을 설치하고 치위생전문가가 상근하여 지속적으로 구강보

건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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