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Newswire] FDI 국제 설문조사 결과, 아동의 치과 검사가 충분히 일찍 시작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제네바 2018년 3월 20일 PRNewswire=연합뉴스) 세계 구강보건의 날(World Oral Health Day)을
맞아 FDI 세계치과의사연맹(World Dental Federation)이 전 세계 부모에게 성장 중인 자녀의
구강 관리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부모의 답변을 살펴보면 개선의 필요성이 보인다.
구강 건강 관리는 올바른 구강 기능을 유지하고, 전체 건강과 웰빙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10개국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 13%만이 첫 돌(생애 최초 치과
검사 권장 연령)을 지나기 전에 자녀가 치과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1~3세(24%) 또는 4~6세(22%)일 때 처음으로 치과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20%의
부모는 자녀가 치과 검사를 받도록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FDI 회장 Dr Kathryn Kell은 “대부분의 아동이 권장 연령이 되어서도 치과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라며 “좋은 구강 건강 습관은 일찍 시작된다. 부모는 유아기 충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첫 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자녀를 치과에 데려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강 질환은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여러 가지 일반적인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다”면서 “오늘 세계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해 사람들이 구강 건강과 전체 건강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하나가 나머지 하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으면 한다. 모든 연령에서 구강과
신체 보호법을 파악하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녀를 치과에 데려간 부모 중 절반(50%)이 치과 방문 이유로 정기 치과 검사를 꼽았다. 이
대답은 영국(82%), 스웨덴(77%), 아르헨티나(65%), 프랑스(63%), 미국(63%), 호주 (56%) 및
중국(34%)에서 가장 빈도 높은 대답이었다. 이집트, 필리핀 및 모로코에서는 치과를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녀의 구강 통증이나 불편함(국가별로 56%, 43%, 38%)이었다.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 5분의 2 이상(43%)이 구강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취침 전에 자녀의
양치질을 직접 확인한다고 답했다. 이는 FDI가 홍보하는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
설문조사는 또한 부모 중 40%가 매일 두 차례 자녀의 양치질을 감독하며, 38%가 구강 질환을
예방하고자 자녀의 식사에서 설탕 식품과 음료를 제한한다고 보고했다. 첫 이가 나올 때부터
자녀의 이를 직접 닦아주는 부모는 26%에 불과했으며, 스포츠를 할 때 마우스 가드를
착용하라고 권장하는 부모는 겨우 8%에 지나지 않았다.

FDI는 좋은 구강 관리를 실천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당분이 높은 음식을 포함해 비건강 식사와
같은 위험 요소를 피하고, 전 연령에서 구강 건강 및 신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기적인 치과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부모는 첫 이가 나오기 시작하면 취침 전에 자녀의 양치질을
시작하고, 소량의 불소치약을 이용해 하루 두 차례 자녀의 양치질을 감독하며, 늦어도 첫돌부터
정기적인 치과 검사를 잡아야 한다.

세계 구강보건의 날

매년 3월 20일은 세계 구강보건의 날(World Oral Health Day, WOHD)이다. WOHD는 구강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높이고자 FDI 세계 치과 연맹이 제정한 날이다.
http://www.worldoralhealthday.org; #WOHD18 #SayAhh

WOHD 국제 파트너: Henry Schein, Philips Sonicare, Unilever

설문조사 소개
다른 언급이 없으면, 모든 수치는 YouGov Plc의 자료다. 총 표본 크기는 성인 11,552명이다. 이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는 4,056명이다. 2018년 1월 30일~2월 8일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수치에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표하도록 국적을 선별했다.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국적은 영국(468명), 호주(311명),
이집트(463명), 필리핀(506명), 프랑스(357명), 미국(295명), 모로코(386명), 스웨덴(272명),
중국(529명), 아르헨티나(469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