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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knowledge, practice, and awareness 

toward oral health in the special school teachers. 

Methods :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133 teachers in special education 

schools in Seoul, Gyeonggi-do, Chungbuk, and Jeonbuk.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package SPSS WIN 12.0 for frequency,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post hoc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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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In oral health knowledge, the average score of female teachers was 8.31 in comparison 

to 7.75 in male teachers(p<.05). In oral health practice, the average score of female teachers 

was 3.71 and that of male teachers was 3.69. In oral health awareness, the average score of 

female teachers was 4.12 and male teachers had 3.93. The teachers in special schools had a 

clos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oral health awareness and practice(r=.448, p<.05).

Conclusions : The teachers tended to have better knowledge of oral health but they did 

not practice the oral health behavior. The teachers have the important role in oral health management 

for the disabled children by providing the right toothbrushing method.

Key Words : disabled children, awareness, knowledge, practice, special school teachers, 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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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장애의 종류와 특성, 정도에 따라 개인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더

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구강건강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치과질환의 발

생빈도가 높다. 진행 상태도 매우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

며, 건강과 구강건강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구강을 신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작은 부분으로 인식하거나, 다른 부분의 더 큰 장애로 인하여 

구강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고, 관리 능력 부족 등의 다양한 

이유로 구강질환에 이환되기 쉬운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구강질환 상태도 매우 많이 진행되어 있으며, 구강건강관리

에 대한 교육의 기회도 적고, 장애유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과 구강위생용품 사용의 부재, 예방치료 및 초기치료의 지연, 

진료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함 등이 장애인들의 구강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1). 장애인은 특정질환이 유발

되기 쉬운 조건을 가지므로 특히 예방에 주력해야 하며, 장애

인 스스로 자신의 치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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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또는 보호자들을 훈련시키고 동기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특수학교에

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단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한다면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

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2)
. 따라서 장애아동에게는 

비장애 아동에 비해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3)
. 

학교구강보건은 공공보건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한 분

야로서 지역사회의 중심이며 학생 및 교직원의 구강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킴으로써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이

바지하며, 학교구강보건교육은 구강보건지식의 단순한 전달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행동이 수반되는 태도의 변화가 따라야 하고, 나아가서는 일

상생활 속에서의 건강행위로 이어져야 하며 학교를 떠나 사

회인으로 환원된 이후로도 스스로 학습하고 자신과 주위의 

건강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4)
. 학교 교

육의 장에서 교사들의 태도 및 행동이 학생들에게 모범적 

역할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구강보건에 관한 태도 

및 행동이 중요하다. 교사들은 구강보건교육의 1차적인 책임

자라 할 수 있으며, 담임교사는 학생들과 지속적인 생활을 

하며 학생의 구강건강관리의 직접적인 책임자이므로5)
, 특수

학교 교사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및 인식도는 장애아동

의 구강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특수학교 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 및 실천

이 장애아동의 구강건강관리의 태도와 습관을 정할 수 있으

므로 특수학교 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실천 및 구

강보건인식에 대해 파악하여 특수학교 재학생들에게 구강을 

합리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교사의 구강보건교

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7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서울, 경기, 

충북, 전북지역의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200부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설문지는 자기기입

식으로 응답하게 한 후 등기우편으로 회수한 결과 총 135부의 

설문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2부를 제외한 133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도구는 황6)과 김7)의 구강보건지

식, 실천, 인식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내

용은 일반적 사항 9문항, 치아우식증, 치주병, 불소에 관련된 

구강보건지식 10문항, 칫솔질, 보조구강위생용품, 식이조절, 

스케일링 등의 구강보건실천 10문항,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인식 10문항 등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강

보건지식은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으며, 구강보건실천 및 

인식의 문항별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보건인식과 

실천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구강보건실천의 Cronbach’ α

=0.830, 구강보건인식의 Cronbach’ α=0.842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하

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실천, 인식의 평균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

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 test를 하였다. 구강보건지식, 

실천, 인식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

성이 33.1%, 여성이 66.9%이었으며, 연령은 35-39세가 19.5%

로 가장 많았고, 결혼여부는 기혼이 62.4%, 특수교육 경력은 

10-15년이 28.6%로 가장 많았다. 근무과정은 초등학교 

30.1%, 중학교 24.8%, 고등학교 24.1%로 조사되었고, 재직기

관유형은 사립이 58.7%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은 중소지역 

57.1%, 특별시 및 광역시 40.6%로 조사되었다. 자격사항은 

특수교사가 78.9%이었고, 구강보건교육 경험은 ‘받아본 적 

없다’ 54.1%, ‘받아본 적 있다’ 45.9%로 조사되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평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평균은 여성이 8.31, 남

성은 7.75로 여성이 높았으며, 결혼여부에 따라 기혼 8.25, 

미혼 8.08, 이혼 및 사별 7.30순이었으며, 연령에 따라 35-39

세 8.62, 30-34세 8.32, 40-44세 8.06순이었고, 45-49세가 7.70

으로 구강보건지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경

력에 따라서는 5년 미만이 8.45로 가장 높았고, 15-20년이 

7.71로 가장 낮았다. 근무과정은 기타 교사의 구강보건지식 

평균은 8.71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교사는 7.78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직기관유형에 따라 공립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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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ifications N %
Sex Male 44 33.1

Female 89 66.9

Age >30 22 16.5

30-34 22 16.5

35-39 26 19.5

40-44 18 13.5

45-49 23 17.3

50≤ 22 16.5

Marital status Marries 83 62.4

Single 40 30.1

Divorce or bereavement 10 7.5

Education career >5 29 21.8

5-10 26 19.5

10-15 38 28.6

15-20 14 10.5

20< 26 19.5

Working process Elementary 40 30.1

Middle school 33 24.8

High school 32 24.1

The others 28 21.0

Work institution National 16 12.0

Public 39 29.3

Private 78 58.7

Area Metropolitan or megalopolis 54 40.6

Medium and small region 76 57.1

Rural community  3 2.3

Qualification Special instructors  105 78.9

The others  28 21.1

Oral health educational experience Yes  61 45.9

No 72 54.1

Total 133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33)

근무하는 교사의 구강보건지식평균은 8.51, 사립은 8.17, 국

립은 7.00이었으며, 재직기관 유형에 따라 구강보건지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지역별로 읍면지역에 근무하

는 교사의 구강보건지식평균은 9.33, 중소지역 8.24, 특별시 

및 광역시 7.91순이었고, 교사자격에 따라 기타 교사는 8.36, 

특수교사는 8.07이었다. 구강보건교육 경험에 따라 교육경험

이 ‘있다’ 8.56, ‘없다’ 7.76으로 구강보건교육을 받아 본 경험

이 있는 교사들이 구강보건지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실천 평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실천 평균은 여성이 3.71, 남

성은 3.69로 여성이 높았으며, 결혼여부에 따라 이혼 및 사별 

3.82, 기혼 3.72, 미혼 3.65순이었으며, 연령에 따라 30-34세 

3.86, 35-39세 3.79, 45-49세 3.73순이었으며, 30세미만과 

40-44세는 3.55로 구강보건실천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교육경력에 따라 15-20년 4.00, 5-10년 3.74, 20년 이상 

3.73순이었고, 5년 미만이 3.55로 가장 낮았다. 근무과정에 

따른 구강보건실천 평균은 중학교 교사가 3.93으로 가장 높

았고, 초등학교 교사는 3.52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재직기관유형은 공립학교

에 근무하는 교사의 구강보건실천 평균은 3.83, 국립 3.78, 

사립 3.63순이었고, 지역에 따라 특별시 및 광역시에 근무하

는 교사의 구강보건실천 평균은 3.80, 읍면지역 3.66, 중소지

역 3.64순으로 조사되었다. 자격사항은 특수교사 3.80, 기타 

교사는 3.39로 조사되었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없는 교사는 3.72, 경험이 있는 교사는 

3.70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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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ifications N Mean±SD t/F(p-value)
Sex Male 44 7.75±1.79 -1.926

(0.056)Female 89 8.31±1.48

Marital status Marries 83 8.25±1.59
1.615

(0.203)
Single 40 8.08±1.43

Divorce or bereavement 10 7.30±2.21

Age >30 22 8.00±1.38

0.934

(0.461)

30-34 22 8.32±1.93

35-39 26 8.62±1.41

40-44 18 8.06±1.73

45-49 23 7.70±1.57

50≤ 22 8.00±1.60

Education career >5 29 8.45±1.32

0.751

(0.559)

5-10 26 8.04±2.02

10-15 38 8.26±1.46

15-20 14 7.71±1.54

20< 26 7.88±1.68

Working process Elementary 40 7.78±1.68

2.627

(0.053)

Middle school 33 8.36±1.34

High school 32 7.81±1.78

The others 28 8.71±1.41

Work institution National 16 7.00±2.00a

5.424

(0.005*)
Public 39 8.51±1.46b

Private 78 8.17±1.49b

Area Metropolitan or megalopolis 54 7.91±1.90
1.540

(0.218)
Medium and small region 76 8.24±1.35

Rural community 3 9.33±1.15

Qualification Special instructor 105 8.07±1.62 0.849

(0.397)The others 28 8.36±1.57

Oral health educational 

experience

Yes 61 8.56±1.29 2.990

(0.004*)No 72 7.76±1.75

Total 133 8.13±1.60

p-value is calculated by t-test or one-way ANOVA
a,bThe same charac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e test at α= 0.05
*p<.05

Table 2. Oral health knowledge mean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33)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인식 평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인식 평균은 여성 4.12, 남성 

3.93으로 여성이 높았으며(p<.05), 결혼여부에 따라 기혼 

4.13, 미혼 3.94, 이혼 및 사별 3.83 순이었고, 연령에 따라 

35-39세 4.13, 45-49세 4.09, 50세 이상 4.08, 30-34세 4.05순이

었으며, 30세미만이 3.93으로 가장 낮았다. 교육경력에 따른 

구강보건인식 평균은 15-20년이 4.26으로 가장 높았고, 5년 

미만이 3.90으로 가장 낮았으며, 근무과정은 중학교 4.11, 고

등학교 4.08, 기타 4.04, 초등학교 3.99 순이었다. 재직기관유

형에 따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구강보건인식 평균은 

4.13, 사립 4.05, 국립 3.88 순이었고, 지역은 특별시 및 광역

시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구강보건인식 평균은 4.10,  중소지

역 4.03, 읍면지역 3.63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격사항은 특수

교사 4.12, 기타 교사는 3.7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교사는 4.06, 경험이 없는 교사는 

4.04로 조사되었다<Table 4>.

5. 구강보건지식, 실천, 인식의 상관관계

특수학교 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 실천, 인식의 상관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분석한 

결과, 구강보건인식과 구강보건실천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

였다(r=.448, p<.01)<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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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s N Mean±SD t/F(p-value)
Sex Male 44 3.69±.50 -.187

(0.852)Female 89 3.71±.62

Marital status Marries 83 3.72±.59
0.398

(0.673)
Single 40 3.65±.60

Divorce or bereavement 10 3.82±.43

Age >30 22 3.55±.55

1.001

(0.420)

30-34 22 3.86±.68

35-39 26 3.79±.57

40-44 18 3.55±.59

45-49 23 3.73±.52

50≤ 22 3.71±.57

Education career >5 29 3.55±.51

1.456

(0.219)

5-10 26 3.74±.61

10-15 38 3.68±.64

15-20 14 4.00±.46

20< 26 3.73±.56

Working process Elementary 40 3.52±.55a

3.257

(0.024*)

Middle school 33 3.93±.53b

High school 32 3.72±.58a,b

The others 28 3.70±.62a,b

Work institution National 16 3.78±.24
1.666

(0.193)
Public 39 3.83±.71

Private 78 3.63±.55

Area Metropolitan or megalopolis 54 3.80±.57
1.279

(0.282)
Medium and small region 76 3.64±.60

Rural community 3 3.66±.11

Qualification Special instructor 105 3.80±.59 -3.36

(0.001**)The others 28 3.39±.43

Oral health educational 

experience

Yes 61 3.70±.63 -.204

(.839)No 72 3.72±.54

Total 133 3.71±.58

p-value is calculated by t-test or one-way ANOVA
a,bThe same charac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e test at α=0.05
*p<.05, **p<.01

Table 3. Oral health practice mean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33)

총괄 및 고안

장애아동들의 구강보건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기능적, 정신적 장애 및 특수 생활환경 등으로 정상인 

보다 구강질환에 이환되기 쉬운 조건이고, 치료를 받기 힘든 

여건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특성에 따라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잇솔질방법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6)
. 

이 등8)의 연구에서는 보호자, 담임교사 및 생활 재활교사 등

을 교육하므로 좋은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

다. Udin과 Kuster
9)는 특수학교 담임교사가 장애아동을 대상

으로 구강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할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하 등3)의 연구에서

도 특수학교 교사는 점심시간에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칫솔

질을 도와주거나 지도하고 있어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특수학교의 66%에서 칫솔질 교육 등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를 다니는 장애아동들은 많은 

시간을 교사와 보내고 있으므로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들의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실천 및 구강보건인식을 파악하

여 특수학교 교사의 구강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복지시설 교사를 대상으로 한 박과 조10)의 연구결과 구강보

건지식 평균이 100점 만점에 46.4로 매우 낮았으며, 장과 김2), 

황6)의 연구결과는 비슷하게 구강보건지식 평균이 각각 74.8, 

71.8이었고,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김11)의 연구에서도 구강

보건지식 및 관리 행동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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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ledge Practice Awareness
Knowledge 1

Practice .022 1

Awareness .124 .448** 1
**p<.01 by Pearsoń s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5. Correlation among knowledge, practice, and awareness about oral health 

Classifications N Mean±SD t/F(p-value)
Sex Male 44 3.93±.47 -2.005

(.047*)Female 89 4.12±.54

Marital status Marries 83 4.13±.54
2.838

(0.062)
Single 40 3.94±.50

Divorce or bereavement 10 3.83±.38

Age >30 22 3.93±.50

0.419

(0.835)

30-34 22 4.05±.57

35-39 26 4.13±.56

40-44 18 4.00±.51

45-49 23 4.09±.50

50≤ 22 4.08±.54

Education career >5 29 3.90±.44

1.239

(0.298)

5-10 26 4.02±.57

10-15 38 4.07±.51

15-20 14 4.26±.59

20< 26 4.10±.53

Working process Elementary 40 3.99±.58

0.366

(0.778)

Middle school 33 4.11±.49

High school 32 4.08±.52

The others 28 4.04±.51

Work institution National 16 3.88±.19
1.197

(0.305)
Public 39 4.13±.62

Private 78 4.05±.52

Area Metropolitan or megalopolis 54 4.10±.51
1.174

(0.312)
Medium and small region 76 4.03±.54

Rural community 3 3.63±.15

Qualification Special instructor 105 4.12±.53 -3.159

(0.002**)The others 28 3.78±.43

Oral health educational 

experience

Yes 61 4.06±.52 .278

(.781)No 72 4.04±.54

Total 133 4.05±.53

p-value is calculated by t-test or one-way ANOVA
*p<.05, **p<.01

Table 4. Oral health awareness mean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33)

나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 교사의 구강보건지식 평균은 10

점 만점에 8.07로 높게 나타나 다른 연구결과보다 특수학교 

교사의 구강보건지식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장과 황12)의 연

구결과에서 치주질환별 구강보건지식은 교육경험이 있는 경

우가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고, 불소지식별 

구강보건지식도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

는 본 연구의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가 8.56으로 교

육 경험이 없는 교사 7.76보다 구강보건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p<.05)를 보여, 특수학교 교사의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장애아동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장애아동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 특수

교사들에게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이 있다.

특수학교 교사들의 칫솔질 방법, 식후 칫솔질 실태, 구강위

생용품 사용 및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구강검진에 대한 구강

보건실천 평균은 5점 만점에 여성이 3.71, 남성은 3.69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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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게 나타나, 김 등13)의 초등학생의 구강보건행동에 관

한 연구와 최 등14)의 중·고등학생의 구강보건지식·태도·

행동 및 교육요구도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권 등15)

의 연구결과에서는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구강보건실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 등16)의 연구

에서 구강질환 예방에 대한 지식수준과 관심이 높을수록 구

강질환 예방에 대한 실천정도가 높다는 결과와 비슷하였다. 

김7)의 치과내원환자의 구강보건지식, 인식, 실천에 관한 연

구결과에서도 구강보건실천 평균이 100점 만점에 65.6이었

으며, 칫솔질, 구강위생용품사용 여부, 스케일링 및 정기검진 

실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칫솔질에 대한 실천정도가 다른 문항보다 높

은 것은 칫솔질에 대한 중요성과 보편적인 내용으로 교육되

어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실천 정도가 비교적 낮은 스케

일링 실태는 필요성 및 정기적인 스케일링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징에 따른 구강보건인식 평균은 5점 만점에 여성 

4.12, 남성 3.93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으며, 이는 류 

등17)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구강보건인식 및 실천이 

높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7)의 치과내

원환자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인식, 실천에서의 연구결과

는 구강보건인식 평균이 100점 만점에 80.2, 고 등16)의 연구에

서 치주질환 예방에 관한 인식에서 칫솔질 치주질환 예방효

과 인지자율이 72.5로 구강보건인식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연령 및 근무경력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이 등18)의 서울시 보건교사의 구강보건인식도 연구결과에서

는 연령,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구강보건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35-39

세 4.13, 45-49세 4.09, 50세 이상 4.08, 30-34세 4.05 순이었으

며, 교육경력은 15-20년이 4.26으로 가장 높았고, 5년 미만이 

3.90으로 가장 낮았지만 구강보건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특수

교사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은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구

강보건 인식과 실천에 대한 평균도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되

었다. 그러나 구강보건에 대한 실천은 인식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인지는 하고 있으나 대부분 실제적으로 실천은 하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이나 구

강건강에 대해 얼마만큼 인식하고 실천하는가에 따라 장애아

동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수교사들의 구강

보건인식도와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수교사들도 구강보건 실천을 위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수학교 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 실천, 인식 간의 상관관

계 분석에서 구강보건인식과 구강보건실천 간에 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보건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구강보건실천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448, 

p<.01). 이는 구강보건지식이 인식과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지는 않지만, 구강보건에 대해 인식을 하면 구강보건 

실천도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 등14)의 연구에서는 

구강보건지식과 태도 및 행동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고, 윤 등19)의 연구에서

도 구강보건지식이 높을수록 실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알고 있는 지식이 태도와 행동으로 연결될 때에는 무엇보다 

정확한 지식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강보건지식과 인식, 실천에서의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지식이 있어야 인식을 하고 실천

을 할 수 있으므로 구강보건지식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자들은 구강보건교

육을 통해 구강보건지식은 습득하여 구강보건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으나 그에 반하여 실천적 행동의 변화는 잘 이루어지

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장애아동들에게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들이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필요

성을 인식하고, 구강건강에 대한 단순 지식습득이 아닌 실천

이 가능하도록 구강보건교육 매체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기부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

점으로는 일부지역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점

을 보완하여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충북, 전북지역의 특수학교 재직 중

인 교사 133명을 대상으로 특수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 실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구강보건지식 평균은 여성이 8.31, 남성은 7.75로 여성이 

높았으며, 연령에 따라 35-39세가 8.62로 구강보건지식

이 가장 높았다. 교육경력은 5년 미만이 8.45로 가장 높

았고, 15-20년이 7.71로 가장 낮았다. 근무과정은 기타교

사 8.71, 초등학교 교사가 7.78로 나타났고, 재직기관유

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구강보건교육

을 받아 본 경험에 따라 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2. 구강보건실천 평균은 여성이 3.71, 남성은 3.69로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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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며, 연령에 따라 30-34세 3.86으로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근무과정과 자격사항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5).

3. 구강보건인식 평균은 여성 4.12, 남성 3.93으로 여성이 

높았으며(p<.05), 연령에 따라 35-39세 4.13으로 가장 높

았다. 교육경력은 15-20년이 4.26으로 가장 높았고, 근무

과정은 중학교 4.11로 가장 높았다. 자격사항은 특수교

사 4.12, 기타교사는 3.78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5). 

4. 특수학교 교사들의 구강보건인식과 구강보건실천은 정

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r=.448, p<.01).

이상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특수학교 교사들의 구강보건지

식이 높았고 구강보건실천과 구강보건인식 또한 평균보다 

높았지만, 여성의 경우 구강보건인식은 높은 반면 구강보건

실천이 낮은 편이었고, 남성의 경우는 구강보건인식과 구강

보건실천 모두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특수학교 장애아동들에

게 구강보건교육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장애아동들의 구강위생 상태를 유지,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

도록 특수학교 교사들에게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

기 위한 교육매체와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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