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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구강건강교육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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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Oral Health Education on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Behavior and Oral Hygiene Status in Children from North Korea
Jieun Han1, Horan Park2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Graduate School; 2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ral health education on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behavior, and
oral hygiene status of children from North Korea. Methods: Participants were 32 North Korean children defectors (15 in the education group,
17 in the control group). The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 including theoretical training and toothbrush training, was done once a week
for 4 weeks. Effects of the education program were assessed for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behavior, and oral hygiene status at pretest,
0, and 4 weeks after the intervention. Data were analyzed using repeated measures ANCOVA with the SAS program. Results: Children in the
education group showed increased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over tim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nd an improvement in oral
hygiene status including significantly decreased S-PHP and Snyder test for oral micro-organism. Conclusion: Results indicate that oral health
education is effective in improving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behavior and oral hygiene status. These improvements could lead to a
better quality of life for North Korean children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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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북한이탈 아동 부모의 대부분은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 출신으로 2011년 3월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은 2011년 8월 현재 2만 1천여 명에 이르

북 직업별 유형을 보았을 때 무직과 노동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88%였

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에 가족 단위로 입국하는 수가 꾸준히 증가하

다[1].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아동의 구강관리행태에 차이가 있으므

여, 2011년 8월 국내에 입국한 19세 이하 아동의 수는 약 2,500여 명으

로[2], 사회경제적 요인이 불리한 북한이탈 아동의 구강건강에 대한

로 전체 중 16%를 차지하고 있다[1].

배려와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구강건강의 유지는 매우 중요하며,

Corresponding author Horan Park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222
Banpo-daero, Seocho-gu, Seoul 06591, Korea

2003년 국내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치과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TEL +82-2-2258-7406 E-MAIL hrpark@catholic.ac.kr

이상이고, 국민이 지출한 치과 의료비 총액이 2005년에 3조 9700억,

*이 논문은 제1저자 한지은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한 것임.

2006년에는 4조를 넘어선 실정이다[3].

*This manuscript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doctoral
dissertation from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ey words 구강건강교육, 구강건강지식, 구강건강행위, 구강위생상태, 북한이탈아동
Received 19 July 2017 Received in revised form 13 September 2017
Accepted 17 September 2017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440

학령기는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발아되는 시기로 단 음식을 좋아
하고 군것질의 욕구를 참기 힘든 시기이며 아동 스스로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부족으로 치아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치아우식증을 포함한 구강질환 발생률이 높다[4,5].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한 전국 학생 건강검진 표본 분석 결과, 이상

Copyright © 2017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https://doi.org/10.4094/chnr.2017.23.4.440

빈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구강질환이었고 그 중 43.4%가 치아우식증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통일부 내 북한이

으로 인한 것이었다[6].
치아우식증은 감염성 질환의 하나로 세균학적 요인과 음식물, 치아

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인 A시 소재 하나원에 입소하여 교육 및 정착

의 형태와 구조, 구강 내 타액의 요인들, 구강위생 습관 등이 복합적으

지원을 받는 국내 입국 북한이탈 아동 초등반으로 편성되어 교육받

로 관여되어 이루어지는 만성적 치과 질환이다[7]. 치아우식증의 주요

는 만10세에서 만12세까지의 학령기 아동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발생요인인 치면세균막은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얇고 끈적끈적한 세

연구에 참여하기로 연구동의서에 서면동의한 아동이다.

균덩어리로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기본적인 자가관리법은

위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아동에게 실험 처치 확산 효과를 방지하

잇솔질이다[8-10]. 치아우식증은 한번 발생하면 저절로 낫는 법 없이

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입소한 아동은 대조군으로

계속 쌓여만 가는 누진적 질환임을 고려할 때, 질병에 이환되기 전에

2011년 4월부터 7월까지 입소한 아동은 실험군으로 배정하였으며, 대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구강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조군 17명, 실험군 15명으로 총 32명이었다. 이는 G*power program을

[9,11].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강건강을 증진시켜주는 구강건강

이용하여 유의수준 α는 .05, 검정력 0.8, 반복측정분산분석에서 효과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강건강교육이란 학습자로 하여금 구강건

크기 .25일 때 표본크기 28명에 근거하였다.

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식, 태
도 및 행위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12].
구강위생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치면착색제로 치면을 착색

본 연구는 C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심의(CUMC10U134)를
받은 후 실시하였고, 하나원 내 하나의원 치과의사 및 간호사에게 연
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하고 물로 입안을 헹구고 나서 남아있는 치면 세균의 정도를 관측하
는 치면세균막 지수가 흔히 이용된다[4,9]. 또 우식발생기에 관여하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산 생성균(acid-product micro organism)의 양과 활동성을 알아보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일반적 특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종

snyder검사법이 있고[13,14], 위상차 현미경(phase contrast microscope)

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에서 Snyder test, 구강미생물의 총양에서

으로 구강 내 세균을 관찰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15].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시 그룹 간 차이를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가 증

ANCOVA로 분석하였다(Table 1).

가하고 있으나[16-19], 북한이탈 아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북한이탈 아동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그 대상이 청소년이며 내용 역

실험 처치

시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이나 학교생활 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과

실험 처치 절차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16-19], 북한이탈 아
동의 구강 건강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구강건강교육은 매주 1회 총 4주 실시하였고, 교육 시간은 대상자
의 집중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1회에 이론교육 10분, 회전법 잇솔질 개

북한이탈주민은 재북 시 열악한 의료 환경과 탈북과정에서의 어려

별실습교육 20분으로 총 30분이었다. 교육은 대상자가 학교에 다녀온

움에 기인하여 다양한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구

후, 하나의원 치과에서 연구자와 잇솔질 교육에 숙달된 연구원(치위

강상태가 치아우식증이 심해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았다는[20]

생사)이 시행하였다. 이론교육은 집단으로, 실습교육은 개별로 진행

선행 연구를 볼 때, 북한이탈 아동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하였다. 또한 잇솔질의 실천을 지속시키기 위해 연구 대상자에게 일일

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구

잇솔질 실천 관리수첩을 배부하고 기입하도록 한 후 잇솔질 수행여

강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구강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부를 매주 검토하였다.
대조군 아동에게는 모든 사후 검사가 끝난 후에 구강건강교육을 1

하고자하였다.

회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

사전, 사후 조사에서 구간건강지식, 구강건강행위에 대한 설문지 작
성은 대상자가 북한이탈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생소한 어휘, 설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구강건강교육 프로그램이 북한이탈 아동의 구강건강지
식, 구강건강행위, 구강위생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
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문지 작성의 어려움이 있을 시 연구자가 용어 및 설문지 작성 방법에
대한 재설명 후 작성하였다.
잇솔질을 포함한 구강건강교육은 교육 직후에는 효과가 있으나
2~4주가 지나면 잇솔질 교육 효과가 이전 상태로 회귀한다는 선행 연
구 결과에 따라, 교육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 검사는 교육 종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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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종료 후 4주 시점에서 반복 측정하였다.

구강위생상태

간이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
실험 처치 내용

(Simplified-Patient Hygiene Performance Index, S-PHP Index)

구강건강교육은 개발된 생애 주기별 구강보건교육의 이론과 실제

S-PHP는 수정된 PHP로 개인의 치면세균막 지수로 흔히 사용하고

[21], 학교구강보건사업 평가 안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22]에 수록

있다. 구강 내 전악을 치면착색제(Disclosing solution No.5 Red, Butler

된 내용과 대한임상예방치과학회(2009)의 치아건강에 관한 소책자와

Co, USA)로 착색 후 6개 치아(16,11, 26, 36, 31, 46)의 6개 치면(상악은 협

동영상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작성된 교육안은 간호학 교수, 치과

면, 하악은 설면)을 근심부, 중앙부, 원심부, 치은부, 절단부로 5등분하

의사, 하나원 내 하나의원 간호사의 자문과 북한의 구강보건을 소개

여 측정하였다. 판정기준은 각 부위에 치면세균막 유무로 점수를 부

한 책을 참고로 남북한 치과 관련 용어를 비교하고 북한이탈 아동의

여하였으며, 5개 부위 전부 착색이 되었으면 5점, 착색된 부위가 전혀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없으면 0점으로 분류하여 총점수의 합을 총 치면수(6)로 나누어 대상

교육내용은 올바른 잇솔질법, 유치와 영구치, 치아우식증 및 치아
우식증 예방법, 치주병 및 치주병 예방법, 구강건강관리이었다.

자의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를 산출하였다. S-PHP가 낮을수록 구강
환경관리능력이 큰 것을 의미한다.

교육매체로는 차트, 악치모형, Power Point (PPT) 자료, 슬라이드, 비
디오테이프 등의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였다.

개량 스나이더 검사(Modified Snyder Test)

Snyder 검사법이란 우식발생기에 관여하는 산 생성균(acid-product

연구 도구

micro organism)의 양과 활동성을 비색법을 통하여 알아봄으로써 우

구강건강지식

식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근래에는 보다 간편하고 판독

구강건강지식은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일생동안 구강
건강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말한다[9].

상 기준을 다양화시킨 개량 Snyder 검사법이 임상적으로 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구강건강지식 측정은 대한구강보건협회와 보건복지부(2002)에서

멸균된 면구를 사용하여 실험대상자의 하악 제1대구치 설측의 치

제작한 구강보건교육평가를 위한 설문지를 하나원 내 하나의원에서

경부와 치은으로부터 타액을 채취하여, 시험관내 배지에 2일간(48시

10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하나원 선생님, 하나원 치과 의사의 자문을

간) 배양한 후 결과를 측정하였다.

받아 전원 합의하에 북한이탈 아동의 수준에 맞게 설문지 문항을 구

배지의 색상변화로 산 생성도를 판정하며, 청색일 경우는 무활성으

성하였다. 치아우식 발생원인, 치아우식 예방법, 치주병 발생, 치주병

로 0점(-), 녹색일 경우는 경도 활성으로 1점(+), 황녹색일 경우는 중등

예방법, 계속구강건강관리 및 제1대구치 중요성 등 6개 문항으로 지

도 활성으로 2점(+ +), 황색일 경우는 고도 활성으로 3점(+ + +)으로

식을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아동을 직접 면담하면서 작성

평점하였다. 따라서, 최고점수는 3점으로 하였다[13,14,24].

하였다.
정답에 1점, 오답에 0점 처리하여 총 6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구강보건 지식의 정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구강 미생물의 종류별 양과 운동성

대상자의 구강 내 하악 제1대구치의 설면 쪽에서 마이크로브러시
(microbrush)를 이용하여 채득된 시료는 슬라이드 글래스(slide glass)

구강건강행위

에 생리식염수 1방울과 같이 도말한 후 커버 글래스(cover glass)를 덮

구강건강행위는 구강을 계속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수행되

고 위상차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이 때 연결된 컴퓨터에서 10초가량

는 제반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

동영상 파일로 캡처하여 자료를 저장한 후 세균의 양과 운동성을 분

로 개발한 구강건강행위 측정도구[23]를 하나원 내 북한이탈아동 교

석하였다.

사의 자문을 받아 북한이탈 아동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

세균의 양은 화면상의 세균수를 조사한 후 1 mm2당 세균수로 환

였다. 문항은 총 5개로 응답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0점), ‘항상 그

산하며 이를 표준화하여 지수화하여 세균의 운동성은 10 ㎛ 표준선

렇게 한다’(3점)로 표시하도록 하여 최저 0점, 최고 15점으로 점수가

을 기준으로 움직임이 없으면 0점, 운동거리가 1~9 ㎛/초 이면 1점,

높을수록 구강보건행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설문지는

10~29 ㎛/초 이면 2점, 30 ㎛/초 이상이면 3점을 부여하였다.

연구자가 아동을 직접 면담하면서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3이었다.

정확한 잇솔질 방법을 시행한 상태에서는 전체 세균 수가 감소되
며, 운동성 세균의 수가 적어진다. 따라서, 세균의 양과 운동성을 같이
보기 위하여 세균의 총양 ×총운동성을 살펴보았다[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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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Test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Exp. (n=15)

Cont. (n=17)

n (%) or M ± SD

n (%) or M ± SD

Gender
Male
Female

7 (46.7)
8 (53.3)

8 (47.1)
9 (52.9)

Age (year)

12.00 ± 0.91

11.72 ± 0.94

Lived with family in North Korea
Yes

13 (86.7)

13 (76.5)

Living with mother in South Korea
Yes

12 (80.0)

11 (64.7)

Oral health education
Have received
Have not received

4 (26.7)
11 (73.3)

4 (23.5)
13 (76.5)

Toothpaste
Used
Not used

14 (93.3)
1 (6.7)

16 (94.1)
1 (5.9)

Variables

Categories

General
characteristics

Dependent
variables
(scores)

χ2 or t

p

0.00

.982

0.98

.335
.659*
.444*
＜.001*

＜.001*

Reasons for not going to the dentist despite pain
in teeth and gums
Have not been sick
Scared
Burden of expense
Do not feel the need to treat

6 (40.0)
2 (13.3)
6 (40.0)
1 (6.7)

7 (41.2)
7 (41.2)
2 (11.8)
1 (5.9)

Dental visits over the past two years
Yes

3 (20.0)

8 (47.1)

Interest in oral health
Yes

13 (86.7)

14 (82.4)

Route for oral health information
Parents
Teacher
Self

11 (73.3)
4 (26.7)
0 (0.0)

11 (64.7)
4 (23.5)
2 (11.8)

Number of snacks during the day
Generally do not eat snacks
Once
Twice
Three times

2 (13.3)
6 (40.0)
4 (26.7)
3 (20.0)

4 (23.5)
5 (29.4)
5 (29.4)
3 (17.7)

Oral health knowledge

1.03 ± 0.91

1.42 ± 1.12

-1.00

.326

Oral health behavior

6.34 ± 3.60

5.30 ± 2.40

0.97

.339

Oral health status
S-PHP index
Snyder test

3.00 ± 0.83
1.70 ± 1.01

2.71 ± 0.80
0.50 ± 1.14

1.22
3.33

.233
.002

Total amount of micro-organisms

7.53 ± 1.60

9.24 ± 1.41

-3.35

.002

Total motile of the micro-organisms

4.70 ± 0.91

4.70 ± 1.24

-0.11

.917

35.60 ± 13.71

44.24 ± 14.12

-1.72

.095

Total amount of micro-organisms
× total motile of the micro-organisms

.930*

2.59

.109*
＜.001*
.602*

.959*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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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p < .001).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9.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군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으며, 두 군

Snyder검사

간의 동질성 검정은 t-test, χ -test, Fisher’s exact test로 하였다. 이 중 사

Snyder검사는 시점과 군 간의 교호작용이 유의하였다(p < .001)(Ta-

전 조사에서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snyder test 결과는 ANCOVA

ble 3). 실험군은 실험 전 1.7점에서 실험종료 직후와 실험종료 4주 후

로 분석하였다.

각각 0.8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은 실험 전 0.5점에서

2

구강건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구강건강지식,
구강건강행위,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실험 전 · 후 차이 비교는 repeated

실험종료 직후 0.9점, 실험종료 4주 후 1.5점으로 증가하여 시점간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3).

measures ANCOVA로 분석하였다. 사후 검사는 Scheffé 다중비교검정
을 이용하였다.

구강미생물의 총양과 총운동성

구강미생물의 총양과 총운동성과 총양과 총운동성의 곱은 각각 시

연구 결과

점과 군 간의 교호작용이 유의하였다(p < .001, p < .001, p < .001). 구강미
생물의 총양은 실험군이 실험 전 7.5점에서 실험종료 직후 5.9점, 실험
종료 4주 후 4.3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대조군이 실험 전 9.2점에

구강건강지식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은 시점과 군 간의 교호작용이 유의하였다

서 실험종료 4주 후 8.5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시점간(p < .001), 군

(p < .001). 실험군은 실험 전 1.0점에서 실험종료 직후 5.5점, 실험종료 4주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구강미생물의 총운동성은 실험군

후 5.3점으로 지식이 향상되어 시점간 차이가 있었다(p < .001)(Table 2).

은 실험 전 4.7점에서 실험종료 직후 2.7점, 실험종료 4주 후 1.5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은 실험 전 4.7점에서 실험종료 4주 후
5.1점으로 증가하여 시점간(p < .001),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강건강행위
구강건강에 관한 행위는 시점과 군 간의 교호작용이 유의하였다

(p < .001). 구강미생물의 총양과 총운동성의 곱은 실험군 실험 전 35.6

(p < .001). 실험군은 실험 전 6.3점에서 실험종료 직후 11.7점, 실험종료 4

점에서 실험종료 직후 16.1점, 실험종료 4주 후 7.4점으로 유의하게 감소

주 후 13점으로 구강건강행위가 향상되었으나 대조군은 실험 전 5.3점

하였으나 대조군은 실험 전 44.2점에서 실험종료 4주 후 43.9점으로 감

에서 실험종료 직후 4.2점, 실험종료 4주 후 4점으로 구강건강행위가 감

소하여 시점간(p < .001),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Table 3).

소하여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 < .001) 실험종료

논 의

직후와 실험종료 4주 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Table2).

구강위생상태

아동에 있어 치아우식증은 치아를 상실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효과적인 예방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치아우식을

S-PHP지수

S-PHP지수는 시점과 군 간의 교호작용이 유의하였다(p < .001)(Ta-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강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다[24]. 학령기는 유

ble 3). 즉 실험 전 3.0점에서 실험종료 직후 1.6점, 실험종료 4주 후 1.5점

치가 영구치로 교환되는 시기이며, 치아우식증이 가장 빈발하는 시기

으로 감소하여 실험종료 직후와 실험종료 4주 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이고, 치주병이 치은염으로 시발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구강건강

Table 2. Changes in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Variables

Groups

Knowledge

Exp. (n=15)
Cont. (n=17)

Behavior

Exp. (n=15)
Cont. (n=17)

Pre test

Post test I

Post test II

M ± SD

M ± SD

M ± SD

1.00 ± 0.91ab
1.41 ± 1.10

5.52 ± 0.70a
1.74 ± 1.20

6.30 ± 3.60ab
5.31 ± 2.41ab

11.71 ± 2.63a
4.22 ± 1.80a

Source

F

p

5.31 ± 1.10b
1.71 ± 0.90

Group
Time
Group*Time

78.47
88.28
65.51

＜.001
＜.001
＜.001

13.00 ± 2.30b
4.00 ± 1.91b

Group
Time
Group*Time

59.33
27.72
61.98

＜.001
＜.001
＜.001

a,b=The same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é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Posttest I=after the treatment; Posttest II=4 weeks
after th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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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Oral Health Statu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Pretest

Posttest I

Posttest II

M ± SD

M ± SD

M ± SD

3.00 ± 0.80ab
2.71 ± 0.84

1.61 ± 0.94a
2.61 ± 0.80

Exp. (n=15)
Cont. (n=17)

1.71 ± 1.00ab
0.52 ± 1.13cd

Total amount of
microorganisms (score)

Exp. (n=15)
Cont. (n=17)

Total motile of
microorganisms (score)
Total amount ×motile of
microorganisms (score)

Source

F

p

1.50 ± 0.91b
2.73 ± 0.84

Group
Time
Group*Time

   6.55
22.06
23.06

.016
＜.001
＜.001

0.80 ± 1.20a
0.90 ± 1.22c

0.80 ± 1.13b
1.54 ± 1.31d

Group
Time
Group*Time

0.19
7.34
14.20

.669
.003
＜.001

7.52 ± 1.61ab
9.23 ± 1.41ab

5.92 ± 1.10a
8.60 ± 1.00a

4.30 ± 1.24b
8.52 ± 1.11b

Group
Time
Group*Time

76.04
30.56
12.75

＜.001
＜.001
＜.001

Exp. (n=15)
Cont. (n=17)

4.70 ± 0.92ab
4.73 ± 1.22

2.71 ± 1.10a
5.10 ± 0.92

1.52 ± 1.20b
5.11 ± 1.40

Group
Time
Group*Time

46.05
17.83
28.85

＜.001
＜.001
＜.001

Exp. (n=15)
Cont. (n=17)

35.60 ± 13.71ab
44.21 ± 14.40

16.10 ± 8.00a   7.44 ± 6.83b
43.80 ± 10.80 43.91 ± 15.43

Group
Time
Group*Time

50.75
21.34
20.50

＜.001
＜.001
＜.001

Variables

Groups

S-PHP index
(score)

Exp. (n=15)
Cont. (n=17)

Snyder test
(score)

a, b=The same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é-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Posttest I=after the treatment; Posttest II=4 weeks
after the treatment.

이 적절히 관리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교육을 더 많이 받은 군에서 지식향상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선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입국 후 정부합동조사기관에서 일정 기간 신

행 연구 결과[25]와 유사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와 문화적, 환경적으로

문 조사를 마치고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다른 곳에서 지냈던 북한이탈아동에 대한 구강건강교육의 긍정적 효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하여 사회적응 교육을 받고 교육 수

과를 구강건강지식면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료 후 남한사회 거주지로 편입되는 절차를 밟는다. 하나원에 입소한

구강건강행위는 실험군에서 교육 직후, 교육 4주 후에 유의한 구강

교육생 전원은 국내입국 당시 구강검진을 받게 되고, 유소견자에 대

건강행위의 증가가 있었다. 매주 1시간씩 총4회의 구강건강교육이 그

해 구강관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북한이탈 아동의 대부분이 구강상

동안 습관화된 구강 관련 행위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태가 좋지 못해 치과치료를 받는다[20]. 북한이탈 아동의 구강상태를

었고, 일대일 잇솔질 실습교육, 반복교육, 그리고 참여하는 교육이 기

방치하였을 경우 그 심각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존의 습관화 된 구강보건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본 연구자는 잇솔질 개별교육을 포함한 구강건강교육을 북한이탈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치아나 잇몸에 이상이 있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방법에 따른 효과에서 구강보건
에 관한 지식과 행위가 구강보건교육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선행 연
구 결과와 일치하였다[25,26].

는데도 병원을 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고학년의 47%에서 겁이 나서

구강건강상태는 S-PHP지수, Snyder검사,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구

였다고 대답하였다. 우식치아를 보유한 아동의 치과공포감 정도가

강미생물의 양과 운동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 결과 S-PHP지수가 실

높은 북한이탈 아동의 치아우식정도를 파악하고 구강건강을 높이기

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에서는 시점별로 점수 변화

위해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구강건강과 관련

가 없었다.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치면세균막지수가 교

된 지식은 69%에서 가족으로부터 얻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동이 사

육 전에 비해 교육 1주째와 교육 후 4주에 감소하였다는 선행 연구 결

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하는 행위나 능력의 대부분을 부모나 가정환

과[27]와 일치하였다. 국내 초등학교 학생의 구강보건교육효과 평가에

경에서 얻는다는 연구 결과[2]를 반영하고 있다.

서 교육 전 S-PHP 지수가 2.79였던 선행 연구 보고[28]와 비교하면 북

본 연구 결과 구강건강지식이 실험군에서 구강건강교육 전에 비해

한이탈아동의 교육 전 S-PHP 지수가 3.0으로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교육 직후, 교육 4주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지식정도에

있다. 이는 북한이탈아동이 탈북 후 제3국 체류 시 치아가 아파도 병

큰 변화가 없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수업전과 후의 평

원에 갈 수 없는 불안정한 생활과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생

균이 실험군에서 높았다는 결과를 보인 선행 연구[23]와 일치하였다.

활로 잇솔질을 정규적으로 하는 습관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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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경관리능력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Snyder검사는 타액내 세균의 산 생성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구
강보건관리과정에서 치아우식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적용

북한의 국경관리 및 탈북자 처벌 강화와 북한 이탈주민의 유입이 주
춤하여 추후 연구가 힘든 현실이며 북한아동의 특성에 큰 변화가 없
으므로 본 연구가 학술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되고 있다[13]. 본 연구에서도 실험군은 교육전 1.7에서 교육 후 0.8로

또한 본 연구 대상자에서 교육의 효과가 4주 후에도 지속되었는데

유의한 감소가 있었으나 대조군에서는 오히려 시점별로 증가하였다.

추후 어느 시기까지 교육의 효과가 지속되는지 추가 교육 시점을 확

우리나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nyder검사 결과 점수가 0.95였던

인하는 추적연구를 제언한다.

연구 결과[29]에 비하면 북한이탈 아동의 교육 전 Snyder검사 점수가

결 론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구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이 시기에 치아우식증이 생기기 쉽
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험난한 북한이탈 과정 상 구강관리 소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구강건강교

홀로 인해 북한이탈 초등학생의 구강위생 상태가 불량하여 이들을

육은 아동의 구강건강지식, 구강건강행위 및 구강위생 상태를 긍정적

위한 구강건강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으로 변화시켰으며 교육의 효과가 4주 후에도 지속되었음을 확인하

위상차현미경은 구강 내 살아있는 세균을 환자에게 직접 보여줌으

였다.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던 북한이탈아동을 대상으로 하

로써 구강 관리에 대한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강위

여 교육이 효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하며 본 연구에서 적용한 교육의

생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질환이 발생되기 전에 그 질환의 발생

효과를 재확인하는 반복 연구를 통해 본 구강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위상차현미경의 임상적 사용을 권장

북한이탈 아동의 정규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위상차현미경으로 구강내 세균들의 양과 운동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교육의 지속효과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를

성을 관찰한 결과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해 구강미생물의 양과 운동성

수행하여 추가 교육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을 측정하는 기준을 마련한 연구 결과[15]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했을
때, 북한이탈 아동의 구강 내 미생물의 양과 운동성이 기준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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