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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은 1990년  이후 국제 관계 다양성과 세계경제 글로벌

화, 내국인 생산직 기피성향, 국내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 

등으로 동남 아시아와 중국에서 단순 노동 인구 유입과 결혼 적령

기 한국 남성의 배우자 부족에 의한 주변국 여성 배우자와 결혼으

로 인해 외국인 거주자의 급격한 증가가 2000년  이후 두드러지

고 있다1,2).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2010년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구 수는 386,977가구이고 이들 가구 구성원 중 외국인의 수는 

939,397명이라고 하 으며3), 다문화 혼인은 2013년 2만6천 건으

로 전체 혼인 비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

고4), 이에 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 방안 마련에 한 정책 연구도 

증가되고 있다5). 

다문화 가족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가정과 국제 결혼을 통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와 배우자 및 그 후손으로 구성

된 가족으로 문화적 이질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 결혼 이주 여성 과반수 이상이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을 

제 로 받지 못하고 있다6-8). 

Jeon 등9)은 다문화 가족 여성의 치아우식경험, 치주상태와 보

철치료 필요도는 우리 나라 같은 연령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치

은출혈과 치석침착은 임산부보다도 심각하다고 하 다. Lee 등10)

은 다문화 가족 모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점이 많았으며 바

람직하지 않은 구강보건행태가 나타났다고 하 고, Cho 등11)은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들은 비교적 젊은 연령층임에도 부분 구강

Copyright © 2015 b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oral health beliefs and cultural specificity of multi-

cultural families.

Methods: Subjects were 179 adul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living in Gwangjin-gu, Seoul. The surveys 

and interviews were performed between June and November 2014 in the subjects’ native languages 

(English, Chinese, Vietnamese, and Korean). The surveys were conducted using a self-administration 

method and a face-to-face interviewing method with the assistance of translators.

Results: Perceived barrier of oral health belief scores were higher in Vietnamese and Korean spouses 

than those from other countries (P<0.05). Cultural specificity scores were highest among the Japanese 

and lowest among the Vietnamese (P<0.01).

Conclusions: Multicultural families showed different oral health beliefs and cultural specificities. There-

fore, future oral health care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consider cultural differences and 

adap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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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제를 지니고 있었으며 열악한 구강 관리 수준이 나타났다

고 하 으며, Yun과 Lee12)는 국제 결혼을 한 한국 이주 여성은 국

가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 관련 요인이 다르다고 

하 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배우자 특히 외국인 젊은 여성들

은 문화 차이와 사회 인식의 차이에 의해 구강건강 관리에 있어서

도 문제점을 갖게 되었고 이에 한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

하고 있다8,9).

국가적 정책과 지원 또한 지역 다문화센터를 통한 한국어 교육

과 가족간 화합 및 문화적 적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의료 및 건

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태이다5). 국제결혼 이주여성

의 보건 의료 이용실태와 건강 상태 평가도 전신 질환 유무에 한 

것이 주를 이루며 구강건강상태의 평가와 치과 이용 형태 및 이를 

보완 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9). 

Jang 등13)은 어머니의 구강 보건에 한 태도와 행동이 자녀의 

구강건강에 미치는 향이 크다고 하 는데, 다문화가정에서도 외

국인 이주여성들을 통한 자녀의 구강건강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다.

구강건강신념은 사회심리학적 과정을 통해 개인의 구강건강

에 한 신념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평가 항목으로 구강건강을 단

순히 생물학적 측면이 아닌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사용된다14). Oh 등15)은 모친과 아동의 구강건강신

념은 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 고, Lee와 Kim16)은 구강건강신념

을 점수화해보면, 구강건강신념이 높은 집단이 잇솔질과 식이조절

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 다. 

다문화 가족에서도 각 국가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구강건강

신념 또한 이들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구강보건 교육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설문 및 연구 조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도 드물었고 주로 인터뷰에 의한 질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17-20).

다문화 가족에 한 연구에서 연구 상은 부분 외국인 이주

여성들을 상으로 시행된 것이 부분이었는데 가족 구성원으

로서 한국인 배우자도 가족의 구강건강 관리에 있어 중요한 존재

이기에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연구 상으로 하여 조사를 시행하

다.

이번 연구에서는 구강건강 관련 교육과 의료혜택에 더욱 취약

한 다문화 가족들을 상으로 구강건강신념 및 문화적 신념을 평

가해 보고자 하 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4년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광진구 보건소 관할 지역 

중 다문화 가정 집지역(중곡동, 자양 4동, 화양동)을 중심으로, 

광진구에 등록된 전체 다문화가정 인구 수(4,383명)의 약 6.4%인 

280명을 조사가능 집단수로 산정한 후, 보건소 담당자에 의한 공

개 모집을 실시하 다.

연구에 참여한 성인 200명 중에서 성실히 응답한 179명의 자

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 다. 이번 연구는 서울 학교 치의학

학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IRB No. S-D20140024)를 거친 

후에 자발적 동의를 구한 사람을 상으로 진행하 다.

2. 연구방법

2.1. 설문 도구 개발 
설문 도구 개발을 위해 구강건강신념, 문화적 신념, 사회인구

학적 특성에 관한 Zhang18), Hilton19), Wong20), Choi21), Cho 등11)

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문도구 초안을 작성하 다.

2014년 5월 7일에서 5월 14일 까지 개인 치과 의원에 내원

한 일반인 20명을 상으로 진행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

강건강신념과 문화적 신념에 한 설문응답의 신뢰도 분석결과 

Chronbach  값은 0.833으로 높았으나, 예비조사시 사용된 2점 

분류 척도는 변별력이 떨어지므로 Likert 5점 척도로 설문을 수정

하 다. 이 후 서울소재 학생 80명을 상으로 2차 예비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토 로 연구진에 의한 수정보완 과정을 거친 설문

지는 전문 통역자들에 의해 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되었고, 

번역된 내용을 다시 한국어로 재번역 하여 오류를 수정한 후에 최

종 연구에 활용하 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나이, 국적, 한국어 사용 능력, 

한국 거주기간, 학력, 소득 등을 조사하 고, 구강건강신념 항목은 

Becker 등22)이 확립한 건강신념모델에 Bandura23)가 제시한 자기

효능감 항목을 추가한 건강신념모델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Choi21)

의 설문을 참고로 수정 보완하 다. 본 설문에서 사용한 구강건강

신념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본인의 구강건강상태에 해 갖고 

있는 민감성, 심각성, 중요성, 장애성, 유익성, 자기 효능감 항목에 

해 평가한 것이다.

구강건강신념은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 중요성, 장애, 자기효

능감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민감성은 자신이 구강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이고, 심각성은 구강 질

환에 걸리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

하며, 중요성은 구강건강을 지켜야할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인

식하는 것이며, 장애는 구강 질환을 예방하는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의미하고, 유익성은 구강 질환을 예방함으로 

나타나는 이익이며,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떠한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21). 다

문화 가족들은 이러한 구강건강신념에 있어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

을 갖고 있는 국가별로 한국인 배우자와는 다른 양상을 가지며, 사

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구강건강신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신념에 의해 구강건강에 한 관심과 구강건강관리 행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가별로 자신의 구강건강 상태에 해 갖고 

있는 구강건강신념에 한 설문을 시행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 다. 

설문지 초안에는 구강건강신념은 민감성 6문항, 심각성 6문

항, 중요성 5문항, 장애성 5문항, 유익성 5문항, 자기효능감 5문항

으로 구성되어 총 32문항 이었으나, 사전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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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고, 문화적 장애와 적극적 구강건강관리

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장애와 자기효능감 항

목에 중점을 두어 민감성 3문항, 심각성 1문항, 중요성 3문항, 장

애 5문항, 자기효능감 5문항인 총 17문항으로 수정하 으나 구강

건강 신념에 한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 신뢰도가 낮은 심각성

과 자기효능감 항목을 제외한 11문항에 해서만 분석을 시행하

다. 문화적 신념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들이 문화적 차이

로 갖게 된 구강건강 지식과 신념으로 정의하고, 총 6개의 문항으

로 구성하 다(Table 1). 

구강건강신념과 문화적 신념 총 17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 고, 분석을 위해서는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점수화 하

다. 문화적 신념 항목 점수는 올바른 문화적 신념을 가질수록 점

수가 높게 나타나도록 하 다. 

2.2. 면접 조사 및 설문조사
연구자료 수집 과정에는 언어별 전문 통역가가 1:1로 면접 설

문 조사를 시행하 으며, 제공되는 모든 자료와 조사 자료는 자국

어로 번역된 자료를 활용하 다.

3. 통계방법
조사 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그룹간 차이는 분산 분석을 하 고, 다중비

교를 위해 사후검정으로 Tukey 분석을 시행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PSS 22.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통계적 유

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 다.

연구성적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 상자는 남자 47명(26.3%), 여자 132명(73.7%)이었고, 

20  30명(16.8%), 30  41명(22.9%), 40  45명(25.1%), 50  

이상은 63명(35.2%)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 70명(39.1%), 베트

남 35명(19.6%), 일본 26명(14.5%), 기타 국가(필리핀, 미얀마 등) 

21명(11.7%), 한국배우자 27명(15.1%) 등이었다.

2. 구강건강 인식도 조사
다문화 가족 상 구강건강신념 조사 결과 항목별로 국가간 차

이가 있었으나 장애 항목에서만 국적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P<0.05), 사후 검정 결과 일본과 베트남 간에 차이가 있었다.

다문화 가족 상 문화적 신념 조사 결과, 상자들은 각각 

일본 72.76점, 한국인 배우자 66.51점, 중국 64.82점, 기타 국가 

57.54점, 베트남 55.12점 순으로 나타났고, 국적별로 유의한 차이

를 보 으며(P<0.05), 사후 검정 결과 베트남은 중국과 차이가 있

었고 일본과 한국 배우자는 베트남과 차이가 있었으며, 기타 국가

는 일본과 차이가 있었다(Table 2).

3. 학력에 따른 구강건강신념과 문화적 신념
다문화 가족을 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학력에 따른 구

강건강신념 조사 결과 항목별로 국가간 차이가 있었으나, 중요성 

항목에서만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0.05), 사후 

검정 결과 초졸 이하 그룹과 중졸에서 고졸 그룹 간 차이가 있었

다. 

다문화가족 상 학력에 따른 문화적 신념 조사 결과 졸 이

상이 67.57점, 중졸에서 고졸이 63.22점,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59.57점 순으로 나타났고, 학력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Table 3).

Table 1. Reliability of questionnaire for oral health belief & cultural belief 

N Cronbach 

Oral health belief Susceptibility 3 0.653
Salience 3 0.696
Barrier 5 0.676

Cultural belief 6 0.544

Table 2. Oral health belief & cultural specificity of each country 

Nationality

P-value*China

(N=70)

Vietnam

(N=35)

Japan

(N=26)

Other countries

(N=21)

Korea spouse

(N=27)

Oral health belief
    Susceptibility 33.96 (18.74) 34.76 (18.58) 29.81 (13.98) 37.30 (21.67) 38.27 (18.38) 0.500
    Salience 15.48 (13.10) 19.76 (16.31) 14.10 (11.49) 16.67 (13.44) 11.42 (9.85) 0.160
    Barrier** 43.54 (16.95) 50.15 (17.99) 37.12 (15.70)b 49.76 (18.94) 50.19 (16.70) 0.015
Cultural belief** 64.82 (13.09) 55.12 (14.26)a 72.76 (12.81)b 57.54 (17.76)c 66.51 (16.77)b 0.000

The data was presented by mean and standard deviation. 
*P-value was determined by one-way ANOVA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P-value<0.05.
aCharacter means significant difference against Chinese by post hoc Tukey test.
bCharacter means significant difference against Vietnamese by post hoc Tukey test. 
cCharacter means significant difference against Japanese by post hoc Tuk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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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어 능력에 따른 구강건강 신념과 문화적 신념 
다문화 가족을 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한국어 능력에 

따른 구강건강신념 조사 결과 항목별로 그 차이가 있었으나 중요

성 항목에서만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0.05), 사

후 검정 결과 한국어 능력 상그룹과 하그룹, 상그룹과 중그룹에서 

그룹 간 차이가 있었다. 장애 항목에서는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보이지 않았으나(P>0.05), 사후 검정 결과 한국어 능력 중그룹

과 하그룹간에 그룹간 차이가 있었다.

다문화가족 상 한국어 능력에 따른 문화적 신념 조사 결과 

한국어 능력 상 그룹이 67.97점, 한국어 능력 중 그룹이 60.74점, 

한국어 능력 하 그룹이 58.58점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어 능력별

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0.05), 사후 검정 결과 한국어 능

력 상그룹과 하그룹, 상그룹과 중그룹에서 그룹 간 차이가 있었다

(Table 4).

고  안

다문화가족은 언어적 제약성, 문화적 차이, 사회적 인식의 편

견 등으로 인한 사회 활동의 제약과 저하된 교육 수준과 경제적 여

건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부분은 나이가 많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

한 중국 및 동남아 여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부분의 아이들의 

연령이 초등학생 이하로 어린 특징을 가지고 있어8) 어머니의 구강

보건 지식과 생활 습관이 자녀의 구강건강 상태와 향후 형성되는 

구강건강 인식에 지 한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들에 한 관

리 및 교육 나아가서는 구강 질병 발생 시 치료로 연계되는 체계적 

프로그램과 사회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사회인구학적으로 독특한 인구집단들

의 건강행동을 이해하고, 그들의 건강행동에 적합한 향을 미치

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욕구를 충족 시키는

데 적합한 건강 개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만 한다24). 다문화 가정

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그들의 문화적 차이와 문화적

으로 잘못된 신념 및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한 연구를 통

한 적절한 교육방법과 프로그램 개발 또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인구

학적 특성과 구강건강신념 및 문화적 신념에 해 조사하 다.

Kang과 Jang25)은 구강건강신념 중 모친의 유익성과 우식경험

유치지수가 연관성이 있다고 하 고 Kim 등26)은 개개인의 구강위

생관리는 구강건강에 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하 으며 20  

성인의 구강건강행태와 구강건강신념간에는 연관성이 존재하며 

이 두가지는 여러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가족 외국인 부모의 구강건강신념 항목들

Table 3. Oral health belief & cultural belief following education level

Education level
P-value*

≥Elementry school Middle school-High school ≤College graduates 

Oral health belief
    Susceptibility 34.57±21.15 34.12±18.68 36.05±17.48 0.848
    Salience** 21.91±14.28a 13.47±12.47 14.86±12.54 0.011
    Barrier 48.46±19.84 45.91±16.52 43.26±19.15 0.476
Cultural belief 59.57±16.17 63.22±13.53 67.57±17.94 0.083

The data was presented by mean and standard deviation. 
*P-value was determined by one-way ANOVA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P-value<0.05.
aCharacter means significant difference against middle school-high school group by post hoc Tukey test. 

Table 4. Oral health belief & cultural belief following proficiency of Korean

Proficiency of Korean
P-value*

Low Middle High

Oral health belief
    Susceptibility 34.80±20.05 34.66±17.40 32.47±19.16 0.792
    Salience** 21.32±12.51a 17.45±14.30a 11.44±12.58 0.003
    Barrier 50.63±18.35b 41.45±19.02 45.31±14.73 0.057
Cultural belief** 58.58±13.87a 60.74±16.06a 67.97±13.73 0.007

Korean spouses were excluded (N=152).
The data was presented by mean and standard deviation. 
*P-value was determined by one-way ANOVA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P-value<0.05.
aCharacter means significant difference against high group by post hoc Tukey test. 
bCharacter means significant difference against middle group by post hoc Tuk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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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구강건강신념 중 민감성은 한국인 

배우자가 가장 높게 일본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중요성은 베트

남인이 가장 높게 한국인 배우자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장애는 한

국인 배우자가 가장 높게 일본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국가별로 구강건강신념이 항목별로 다르다

는 것이 나타났고, 한국인 배우자와 베트남인에서 장애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다문화 가족의 외국인 구성원뿐만 아니라 한

국인 배우자도 구강건강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Hilton 등19)이 다국가 이민자 부모에게서 유치의 중요성 인식

부족과 부모들의 좋지 않았던 치과치료 경험이 조기 구강검진과 

예방적 처치의 장애 요인이 된다고 하 는데 다문화 가정의 부모

들 중 베트남과 기타 국가에서 문화적 신념 항목 중 유치의 중요성 

인식에 한 항목이 낮게 나타났다.

Dong 등17)의 연구에서 중국인 이민자들은 구강질환의 원인과 

치료에 있어 음식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특히 치은 부종과 출혈은 

병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치료방법으로 내적인 화를 다스

리거나 뜨거운 음식을 피하고 비타민 C가 많은 야채와 과일을 먹

음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또 문화적 차이에 따른 구강

질환 인식을 전문가들이 알고 있어야 교육을 통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하 다.

Zhang18)의 연구에서 중국인은 구강 질환의 원인을 세균보다 

뜨거운 기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들은 차가운 차나 약을 복

용하는 자가치료에 의존했고, 치주 질환에 한 인식이 없어 치아

우식이 없는 치주적 발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치과의사에 

한 신뢰를 보이지 않는 특이성을 보인다고 하 다.

이번 연구의 문화적 신념 중 차가운 차로 잇몸질환을 낫게 한

다는 항목은 베트남인에서, 약으로 잇몸 질환을 치료한다는 항목

은 부분 국가에서 올바른 신념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적 인식의 차이를 한국의 치과의사 등 전문가 집단

이 이해하고 있어야 올바른 교육으로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고 다

문화 가족의 구강건강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KOTRA 베트남 무역관 발표 자료에서 베트남의 패스트푸드점 

진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청년층에서 패스트푸드 음식에 한 

선호도가 높다고 하 는데27) 본 연구에서도 문화적 신념 중 탄산

음료의 유해성 인식도가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비교적 낮

게 나타났다.

HERALD 경제 뉴스 발표 자료에서 중국의 껌 판매액은 2011

년 이후 매년 두 자리 수로 증가할 정도로 껌 소비가 늘고 있으며 

기업들은 껌이 구강건강에 좋으며, 스트레스를 낮추고 집중력 향

상에 좋다는 등의 효과를 부각시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

다28). 이와 같은 껌의 지나친 효과 부각으로 인한 잘못된 신념이 

생길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베트남인에서 체적으로 껌에 

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음이 나타났다. 

Wong 등20)은 중국인 부모들이 잇솔질 교습과 구강검진이 중

요하지 않다고 느끼며 기에 의해 잇몸질환이 발생하는데 이는 차

가운 차로 완화 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 다. 문화적 신념 

설문 중 치과는 이가 아플 때만 간다는 항목에서는 부분 국가들

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정기적 구

강 검진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사료되었다. 

이번 연구의 제한점은 보다 광범위한 지역과 다수의 상자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좀 더 보편적이고 신뢰성 높

은 연구를 위해 추후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조사 및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가정의 구강건강증진을 도

모하기 위하여 각 국가별 사회 문화적 신념과 구강건강신념에 

한 조사와 연구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구강보건 교

육 및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  론

이번 연구는 서울시 광진구에 등록된 전체 다문화가정 인구 수

(4,383명)의 약 4.1%인 179명을 상으로 6개월간 구강검진과 설

문을 시행하 다. 이를 통하여 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

른 구강건강신념과 문화적 신념에 해 평가해 보았다. 최종 분석

은 일원 분산 분석과 사후 검증을 위해 Tukey 검정을 시행하 다.

1. 구강건강신념 중 장애 항목에서는 일본인을 제외한 모든 국

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2. 문화적 신념 점수는 베트남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일

본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인 배우자는 체적으로 높

게 나타났고 국가간 차이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1).

3. 학력에 따른 구강건강신념은 중요성 항목에서만 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5), 문화적 신념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비례해서 점수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 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P>0.05). 

4. 한국어 수준에 따른 구강건강신념은 중요성 항목에서 한국

어 수준이 높아질 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 고(P<0.05),

유의하게 나타났으나(P<0.05), 문화적 신념은 한국어 수준이 높

아질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 다(P<0.05).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 보면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이주민 

여성들은 구강건강관리에 있어 어려움을 많이 느끼며 문화적 신념 

점수도 일본인에서 가장 높고 베트남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화적 적응을 알 수 있는 한국어 실력이 

높게 나타날수록 문화적 신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

화 이주 여성들과 그들의 한국인 배우자에 한 문화적 적응을 고

려한 더 적극적인 구강건강 교육과 구강상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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