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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stress levels through 

a questionnaire to mental and physical stress and to evaluate the subjective symptoms of dry 

mouth and oral symptoms. The study surveyed 400 university students in Busan and 

Gyeongnam, from 1 to 30 December, 2013.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explained to obtain consent.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online and SNS, 318 questionnai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The 

frequency analysi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behaviors according to dryness of the 

mouth. Oral symptoms of stress levels was verified by cross-analysis, oral dryness was 

verified by the t-test.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s was p<.05. As a result, The higher oral 

symptoms were, the higher stress levels were (p<.05). All items of oral dryness is showed 

significantly, this high stress were more oral dryness (p<.05). Is effective in reducing the stress 

that affects the mouth and Leisure, sufficient rest and regular exercise. Will have to maintain 

a clean and healthy oral health through regular hygiene

Key words: Oral symptoms, Stress level, University students. 

Ⅰ. 서론

스트레스는 라틴어 ‘팽팽하게 죄다.’는 의미의 Stringer에서 

유래되었고, 스트레스를 처음으로 인간에게 적용한 사람은 

Cannon(1929)이었다[1]. 
Selye(1978)는 스트레스는 불안 및 정동장애 등과 같은 만

성질환의 생성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스트레스에 한 개체의 응은 비 선택적인 반응으로 나타

나는데, 이와 같은 신체의 응반응을 일으키는 모든 환경요

소를 스트레스 인자라고 정의하였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와 구별하기 위하여 이러한 자극들을 스트레스 유발자라고 

칭하였다[2]. 스트레스는 불만, 갈등, 긴장, 분노, 불안, 공포, 
고립감, 실망 등 인간관계에서 파생된 심리적 자극과 세균, 각
종 항원 등의 생물학적 자극 및 수면 부족, 생활리듬의 불균

형, 외상, 질병, 통증, 배고픔 등 생리적 자극을 포함하는 내적 

스트레스와 온도변화, 압력변화, 소음, 광선, 방사선 등 물리

적 자극 등의 외적 스트레스가 있다. 또한, 스트레스 유발자는 

강렬하거나 급히 또는 갑자기 변화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자

극의 결핍, 피곤, 권태, 실패 또는 실패의 위협, 환경에서 오는 

불유쾌한 상들, 고립감, 죽음의 경험, 사회변화, 중요한 생

애사건, 일상의 사소한 문젯거리 등을 포함한다[3-6]. 학생 

시기는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자아 정체감 

확립과 성인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과업이 집중되

는 시기로, 초, 중, 고등학교 시절의 의존적인 생활에서 자율

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졸업 후 사회

활동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가진다. 이러한 내, 외적 환경에 

의해 학생은 여러 가지 유형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 46%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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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중 36.5%는 자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학생 시기는 인간의 발달 과정 중 가장 혼란스러운 시

기 중 하나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현 사회에서는 높은 교육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직업의 궤도에 진입하기까지 오랜 시

간이 걸리게 된다. 경제적인 독립이 늦어지게 되면 부모와 학

교로부터의 독립이 지연되고 사회적 성공에 한 추구로 인

해 결혼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다[7]. 이러한 시기의 학생 

집단은 청소년기에서 점차 벗어나 그 전까지 경험하지 못했

던 새로운 역할과 성인으로서의 지위, 확 된 인관계에 직

면하게 되면서 다양한 적응문제들을 야기하는 스트레스 상황

에 처하게 된다[8].
스트레스의 부분은 신체적 정신적 질환의 원인이 되며 

스트레스에 한 인체의 반응은 각종 병리적인 현상을 일으

켜 여러 가지 구강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9]. 최근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과 구강질

환의 연관성에 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치주질환의 

위험요인의 하나로 스트레스를 지목하였으며, 심리, 사회적 

요인 중 스트레스가 잠재적 위험요인이라 보고한 바 있다[10]. 
스트레스가 주원인인 구강병소로는 편평태선과 아프타성 구

내염이 있고, 스트레스가 관여되어 있는 병소로는 다형홍반, 
양성점막유천포창 및 지도상설[11], 스트레스가 소인인 병소

로는 재발성 단순포진 구내염과 급성 괴사성 궤양성 치은염 

등이 있다[12]. 또한 스트레스와 구강 건조증, 구취 및 여러 

가지 구강점막질환 등의 다양한 증상이나 증후의 상호관련성

과[13], 스트레스와 타액선과의 관계에 한 조사에서 스트레

스로 인한 타액선의 기능저하로 구강건조증이 나타난다고 보

고하였다[14]. 타액분비가 감소하면 구강의 건조감 뿐만 아니

라 작열감 등의 통증 및 미각의 변화를 호소하기도 하고, 구
강 내 기회감염의 가능성을 높여 구강 및 구인두 부위의 

Candida albicans와 같은 진균감염을 일으키기도 한다[15].
주관적인 구강건조감은 심리적인 요소들과도 접하게 관

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강 건조감으로 인해 환자

가 느끼는 주관적인 불편감은 실제 타액분비 감소로 인한 위

험도가 증가하게 되는 여러 구강질환들과 함께 스트레스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16].
이에 본 연구는 학생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정신적, 육체

적인 스트레스를 설문지를 통해 분석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파

악하고, 이들이 느끼고 있는 주관적 구강 내 증상과 구강건조증

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3년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부산광역시와 경

남권에 재학 중인 학생 400명을 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자기기입방식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자료는 온라인과 SNS를 통해 수

집하였다. 그 중 구강건조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복용을 

하는 경우 82부는 응답자에서 제외시켰으며 318부의 설문지

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설문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상자의 일반적 특성 8문항, 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20문항, 구강증상 13문항, 구강건조증상 6문항으

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1) 스트레스 정도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한국판 일반

정신건강척도(KGHQ-20)을 사용해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2~3주간의 정신적인 스트레

스 상태에 ‘매우 그렇다’는 1점, ‘그렇다’는 2점, ‘아니다’는 3
점 ‘매우 아니다’는 4점으로 측정하였고 8문항은 역코딩하였

다. 전체 점수 범위는 0점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

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수준은 개인별 스트레스 점수를 모

두 합산 하여 평균값을 구하고 평균값 보다 낮은 군을 저 위

험 수준으로, 평균값 보다 높은 군을 고 위험 수준으로 분류

하였다.

(2) 구강 내 증상

구강 내 증상을 평가하는 문항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입술, 
협점막, 잇몸, 혀와 같이 연조직에 헐거나 아픈 이상증상을 평

가하는 항목으로 박[17]이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13문항으로 증상이 없으면 ‘아니다’로 0점, 증상

이 있으면 ‘그렇다’로 1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

트레스가 있을 때 구강 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3) 구강 건조감

구강 건조감은 이[16]의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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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Item N %

Gender
Male 86 27

Female 232 73

Grade

1 Grade 107 33.6

2 Grade 97 30.5

3 Grade 71 22.3

4 Grade 43 13.5

Age

≤ 21 years 164 51.6

22~23 years 116 36.5

24~25 years 28 8.8

≥ 26 years 10 3.1

College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35 11

College of Economics 13 4.1

College of Life Sciences 160 50.3

College of Engineering 69 21.7

College of Design 11 3.5

College of Education 9 2.8

College of the Arts 9 2.8

College of Natural Sciences 4 1.3

Other 8 2.5

Smoke
Non-smoking 270 84.9

Smoking 48 15.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사용하였고 ‘구강 건조감의 정도’를 파악하는 문항, ‘구강 건

조감에 따른 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
강 건조감의 정도는입 안이 마르는 주관적인 느낌에 해 0은 

‘전혀 없음’, 10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전체 6문항으로 ‘밤이나 아침에 잠에서 깨면 입안이 마름’, 

‘평소 낮 시간이 입안이 마름’, ‘식사 시 입안이 마름’, ‘음식

물을 삼키기 힘듦’, ‘침의 양이 적다고 느낌’, ‘마른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강 건조감에 따른 행동은 구강 건조감으로 인해 경험한 

행위를 빈도수에 따라 응답하도록 4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밤중에 입이 말라 잠이 깸’, ‘잠들기 전 옆에 마실 물을 준비 

함’ 2문항은 ‘그런 적 없다’ 1점, ‘일주일에 1~2회’ 2점, ‘일주

일에 3~4회’ 3점, ‘일주일에 5~6회’ 4점 ‘매일 깬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입안이 말라 껌을 씹거나 사탕을 먹음’, ‘마른 음

식물을 삼키기 위해 물이나 음료수를 마심’ 2문항은 ‘그렇지 

않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항상 마신

다’ 4점으로 측정하였다.

(4) 일반적 특성

상자에 한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는 문항은 성별, 학년, 
나이, 단과 학, 흡연유무로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Program(21.0 ver)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 건조감에 따

른 행동은 빈도분석을 이용하였다.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구

강 내 증상은 교차분석을 통해 관계를 검정하였고, 스트레스 

수준에 의한 구강 건조감은 t검정을 통해 차이를 검정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과 같이 성별은 남자 27%, 
여자 73%로 여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학년은 1학년이 33.6%, 
2학년 30.5%, 3학년 22.3%, 4학년 13.5%로 1학년이 가장 많았

다. 나이는 21세 이하 51.6%, 22세~23세는 36.5%, 24세~25세는 

8.8%, 26세 이상은 3.1%로 21세 이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학생들이 속한 단과 학으로는 의생명과학 학 50.3%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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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Low stress High stress

x2 p
N(%) N(%)

Blisters occur on the lips or around the lips
No 125(81.7) 117(70.9)

5.082 .026*
Yes 28(18.3) 48(29.1)

Sore gums or inside of the oral mucosa
No 148(96.7) 129(78.2)

24.324 .000*
Yes 5(3.3) 36(21.8)

White and yellow ulcer occurs in the small size of 

the lips or inside the oral mucosa

No 120(78.4) 120(72.7)
1.395 .244

Yes 33(21.6) 45(27.3)

Dry mouth, the saliva can not come well
No 142(92.8) 130(78.8)

12.616 .000*
Yes 11(7.2) 35(21.2)

Ulcers occur on the tongue
No 147(96.1) 149(90.3)

4.112 .048*
Yes 6(3.9) 16(9.7)

Tongue feels cracking
No 147(96.1) 149(90.3)

4.112 .048*
Yes 6(3.9) 16(9.7)

White film on the tongue occurs frequently
No 140(91.5) 145(87.9)

1.121 .358
Yes 13(8.5) 20(12.1)

The end of the tongue differs from the sensation 

sick

No 147(96.1) 153(92.7)
1.670 .231

Yes 6(3.9) 12(7.3)

Do not feel the taste of the food properly
No 151(98.7) 159(96.4)

1.756 .286
Yes 2(1.3) 6(3.6)

The mouth feel hot and spicy
No 153(100) 161(97.6)

3.756 .124
Yes 0(0.0) 4(2.4)

Looks seemingly works fine tooth hurts
No 137(89.5) 120(72.7)

14.479 .000*
Yes 16(10.5) 45(27.3)

Feeling itchy gums or teeth has risen,
No 146(95.4) 147(89.1)

4.397 .039*
Yes 7(4.6) 18(10.9)

Tight teeth or biting, and the bruxism.
No 122(79.7) 109(66.1)

7.473 .008*
Yes 31(20.3) 56(33.9)

*p<.05

<Table 2> Oral symptoms according to stress levels

로 가장 높았으며 공과 학 21.7%, 인문사회과학 학 11%, 상
경 학 4.1%, 디자인 학 3.5%, 사범 학이 2.8%, 예술 학이 

2.8%, 기타로 2.5%, 자연과학 학이 1.3% 순으로 나타났다. 흡
연의 여부는 비흡연자가 84.9%, 흡연자가 15.1%로 비흡연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1>. 

2.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구강 내 증상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구강 내 증상은 <Table 
2>와 같다. ‘입술이나 입술 주위에 물집이 생기고 헌다’에 

해 증상이 있는 상자 중 고 위험 수준군은 29.1%, 저 위험 

수준군은 18.3%로 고 위험 수준군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주로 볼 안쪽이나 잇몸 등에 넓게 껍질이 벗

겨지면서 아프다’에 해 증상이 있는 상자 중 고 위험 수

준군은 21.8%, 저 위험 수준군은 3.3%로 고 위험 수준군이 유

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입술이나 볼 등 입안이 

마르고 침이 잘 안 나오는 느낌이 든다’ 에 해 증상이 있는 

상자 중 고 위험 수준군은 21.2%, 저 위험 수준군은 7.2%로 

고 위험 수준군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혀
가 헐거나 파이고 해진다’에 해 증상이 있는 상자 

중 고 위험 수준군은 9.7%, 저 위험 수준군은 3.9%로 고 위험 

수준군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혀가 깔깔

하거나 갈라지는 느낌이 든다’에 해 증상이 있는 상자 중 

고 위험 수준군은 9.7%, 저 위험 수준군은 3.9%로 고 위험 수

준군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겉으로는 멀

쩡해 보이는 치아가 아프다’에 해 증상이 있는 상자 중 

고 위험 수준군은 27.3% 저 위험 수준군은 10.5%로 고 위험 

수준군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잇몸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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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Stress level N M±SD t p

Dry_wake up
low stress 153 3.10±2.75

-3.890 .000*
high stress 165 4.28±2.66

Dry_morning
low stress 153 1.93±2.21

-4.140 .000*
high stress 165 2.98±2.32

Dry_eat
low stress 153 1.50±2.09

-3.160 .002*
high stress 165 2.27±2.28

Dry_swallow
low stress 153 0.60±1.19

-2.627 .009*
high stress 165 1.03±1.73

Dry_little
low stress 153 1.41±2.14

-3.054 .002*
high stress 165 2.18±2.36

Dry_discomfort
low stress 153 1.17±1.83

-2.696 .007*
high stress 165 1.78±2.17

*p<.05

Dry_wakeup=Dry mouth when you wake in the night or morning, Dry_morning=Usual dry mouth during the day, Dry_eat=Dry mouth when eating, 

Dry_swallow=Difficult to swallow food, Dry_little=I feel that the amount of the saliva, Dry_discomfort=The symptoms are uncomfortable with a dry mouth.

<Table 3> Dry mouth according to stress levels

질거리거나 이가 솟는 느낌이 있다’에 해 증상이 있는 상

자 중 고 위험 수준군은 10.9%, 저 위험 수준군은 4.6%로 고 

위험 수준군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치아

를 꽉 물고 있거나 이갈이를 한다’에 해 증상이 있는 상

자 중 고 위험 수준군은 33.9%, 저 위험 수준군은 20.3%로 고 

위험 수준군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입술

이나 볼 안쪽 등 입 안에 작은 크기로 희거나 노랗게 파이고 

헌다', '혀에 흰 막이 자주 낀다’, ‘혀끝이 아프거나 감각이 이

상하다’, ‘음식의 맛을 제 로 느끼지 못 한다’ 문항에 해서

는 증상이 있는 상자 중 고 위험 수준군이 더 높게 나타났

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즉,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구강 내 증상이 나타날 가능

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Table 2>. 

3.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구강 건조감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구강 건조감을 느끼는 

정도에 해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Table 3>와 같다. ‘밤이나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입 안이 마른다’라는 항목에서 저 위험 

수준군은 3.10±2.75, 고 위험 수준군은 4.28±2.66로 나타나 고 

위험 수준군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평소 

낮 시간에 입이 마른다’라는 항목에서 저 위험 수준군은 

1.93±2.21, 고 위험 수준군은 2.98±2.32로 나타나 고 위험 수준

군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식사 시 입 안이 

마른다’라는 항목에서 저 위험 수준군은 1.50±2.09, 고 위험 

수준군은 2.27±2.28로 나타나 고 위험 수준군이 유의한 수준

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음식물을 삼키기가 힘들다’라는 

항목에서 저 위험 수준군은 0.60, 고 위험 수준군은 1.03로 나

타나 고 위험 수준군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p<.05). ‘침의 양이 적다고 느낀다’라는 항목에서 저 위험 수

준군은 1.41±2.14, 고 위험 수준군은 2.18±2.36로 나타나 고 위

험 수준군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마른 증

상으로 일상 생활이 불편하다’라는 항목에서 저 위험 수준군

은 1.17±1.83, 고 위험 수준은 1.78±2.17로 나타나 고 위험 수

준군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각각의 모든 항목에 해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 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구강 건조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Table 3>.

4.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구강 건조감의 행동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구강 건조감의 행동에 

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밤중에 입이 말라서 잠이 깬다’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 경

우 저 위험 수준군은 10.1%, 고 위험 수준군은 20.8%로 나타

나 고 위험 수준군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잠자리에 들기 전 옆에 마실 물을 준비한다’, ‘마른 음식물을 

삼키기 위해 물이나 음료수를 마신다’, ‘입안이 마르는 증상 

때문에 껌이나 사탕을 먹는다’에서는 저 위험 수준군과 고 위

험 수준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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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Low stress High stress

x2 p
N(%) N(%)

Have you ever woke up in the night dry up the mouth?
No 152(89.9) 118(79.2)

7.135 .011*
Yes 17(10.1) 31(20.8)

Do you prepare a drink next to water before going to bed?
No 144(85.2) 130(87.2)

0.277 .629
Yes 25(14.8) 19(12.8)

Do you do a water or drinks for swallowing dry food?
No 156(92.3) 131(87.9)

1.733 .255
Yes 13(7.7) 18(12.1)

Do you eat the gum or candy because the symptoms of dry mouth?
No 78(46.2) 57(38.3)

2.022 .173
Yes 91(53.8) 92(61.7)

*p<.05

<Table 4> Behavior of oral dryness according to stress levels

Ⅳ. 고찰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에 한 불안감, 사회생활이나 가

족관계 등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완전한 성

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써 자아정체감을 완성해가는 중요

한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많은 양의 스

트레스는 구강 내 해부학적 변화 및 생리학적 변화를 유발 시

킬 뿐만 아니라 건강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

[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에 해 

조사하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구강 내 증상과 구강 건조감의 

관계에 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신건강을 유지하고 추구하

기 위해서는 외부의 음식물을 구강을 통해 섭취하고 있으므

로 구강건강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18].
연구 상자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학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이었으며 400명이 본 설문에 참여하였으나 구강 

건조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현재 약 복용이 있는 

자와 응답이 부실한 82부를 제외한 318부를 본 연구에 활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한국판 일반

정신건강척도(KGHQ-20)을 사용해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2~3주간의 정신적인 스트레

스 상태를 파악하여 점수의 결과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을 두 군으로 저 위

험 수준과 고 위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학생들이 가장 많

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항목은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느낀다’
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수준에 한 문항을 0점에서 최고 80
점으로 볼 때 본 연구의 평균은 44점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상 적으로 높은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나 박

과 한[17]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구강 내 증상을 살펴본 결과, ‘입술이

나 입술 주위에 물집이 생기고 헌다’ ‘주로 볼 안쪽이나 잇몸 

등에 넓게 껍질이 벗겨지면서 아프다’, ‘입술이나 볼 등 입안이 

마르고 침이 잘 안 나오는 느낌이 든다’, ‘혀가 헐거나 파이고 

해진다’, ‘혀가 깔깔하거나 갈라지는 느낌이 든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치아가 아프다’, ‘잇몸이 근질거리거나 이가 솟

는 느낌이 있다’, ‘치아를 꽉 물고 있거나 이갈이를 한다’에 

해 증상이 있는 상자 중 고 위험 수준군이 저 위험 수준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p<.05). 즉, 스트레스 수

준이 높을수록 구강 내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스

트레스 수준이 구강점막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남과 박[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구강건조란 타액선의 기능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

은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인 구강내의 건조감을 

말한다.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구강 건조감을 느

끼는 정도에 해 각 문항별로 살펴본 결과 ‘밤이나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입 안이 마른다’, ‘평소 낮 시간에 입이 마른다’, 
‘식사 시 입 안이 마른다’, ‘음식물을 삼키기가 힘들다’, ‘침의 

양이 적다고 느낀다’, ‘마른 증상으로 일상 생활이 불편하다’
는 모든 항목에서 고 위험 수준군이 저 위험 수준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구강 

건조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5). 남과 엄[20]의 

연구에서 역시 스트레스가 높은 상자는 그렇지 않은 상

자에 비해 구강 건조감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

와 동일하였다. 지나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타액 분비율을 감소시킴으로써 구강건조 증상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13]. 이러한 구강건조증이 계속되면 구취나 저

작기능,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어서 구강건조증으로 인한 2
차 스트레스를 느낄 수도 있어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구강 건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Vol.2 No.1 October 2014

44

조증이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구강 건조감의 행동에 

해 살펴본 결과, ‘밤중에 입이 말라서 잠이 깬다’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고 위험 수준군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

게 나타났다(p<.05). ‘잠자리에 들기 전 옆에 마실 물을 준비한

다’, ‘마른 음식물을 삼키기 위해 물이나 음료수를 마신다’, 
‘입 안이 마르는 증상 때문에 껌이나 사탕을 먹는다’에서는 

저 위험 수준군과 고 위험 수준이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성인기로 성장해가는 과도기

에 속해 있으면서 부분이 육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

하고 있어 구강 건조감에 한 구체적인 행동은 없지만, 고 

위험 수준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행동이 있는 것으로 보

아 스트레스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부산, 경남권 학생들을 편

의추출 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전체 학생에게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구강 내 증상 여부를 질환에 이환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학생을 상

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였는데, 그 결과 일반적인 특성에서 성별

에서 여자가 73%, 남자가 27%로 여자의 비율이 편중되게 나타

나 남녀별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구강 건조감, 구강 내 증상 간에 유의하

게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구강 건조감과 

구강 내 증상간의 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 뿐

만 아니라 일반인을 상으로 스트레스 관련 구강 건조감의 연

구는 추후 연구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된다. 
전신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음식들은 구강을 통해 섭취하고 

있으므로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9]. 충분

한 휴식과 여가생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구강에 영향

을 주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며, 또한 정기적인 위생

관리를 통해 청결하고 건강한 구강건강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

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학생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설문지를 통해 분석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

고, 이들이 느끼고 있는 주관적 구강 내 증상과 구강건조증상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스트레스 수준을 저 위험 수준과 고 

위험 수준으로 분류한 결과, 구강 내 증상에서는 스트레스 수

준이 높을수록 구강 내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

으며(p<.05), 구강 건조감에서는 모든 항목에 해 유의한 수

준으로 나타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구강 건조감이 높게 나

타났다(p<.05),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구강 건조감

의 행동에 해 살펴본 결과로는 ‘밤중에 입이 말라서 잠이 

깬다’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고 위험 수준군이 유의

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학생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건강하게 향상시키

고, 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

며, 이들의 스트레스 관리는 곧 구강의 기능향상과 구강건강에 

직결됨을 파악하여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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