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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havioral styles of human affects on oral health behavior and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is study was aimed to assess the effects of oral health belief on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DISC behavioral style in worker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337 workers of 2 companies in Gyeongnam Province by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March to April 2014. The obtaind data were analyzed by 

performing 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chi-square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AS 9.4 software.

The study subjects were 150 males(44.5%) and 187 females(55.5%), and D type was 42 

persons(12.5%), I type was 129 persons(38.2%), S type was 105 persons(31.2%) and C type was 

61 persons(18.1%). The scores of oral health belief and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ere 

2.96±0.42 and 0.48±0.45, respectively. In regression analyses, sensitivity in oral health belief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D type (p<0.05), degree of 

disability had significant effect on I type, severity and degree of disability on S type and 

severity on C type  (p<0.001).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needs to be improved through 

effective oral health education based on behavioral styles since factors of oral health belief 

affecting the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proved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behavioral 

style of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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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건강관리의 개념은 과거 질병관리의 개념에서 건강증진의 

개념으로 전환되었으며 경제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건강

에 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구강건강 또한 건강의 일부로서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Locker 등

[1]은 구강질환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기능장애를 가져올 수 

있어 구강건강을 제외한 건강은 완벽한 건강이라 할 수 없다

고 하였다. 

건강신념모형(Health Belief Model)은 건강관련행동을 설명

하는 모형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고, 널리 이용되는 모형으로,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이 증상이 없는 단계에서 질병을 예방

하고 발견할 목적으로 취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된 요인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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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건강신념모형은 Kegeles[2]에 의해 구강

보건 분야에 적용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질병행위, 환자역할행

위, 구강보건행태를 분석하는 모형으로써 사용되고 있다[3]. 
강과 장[4], 오 등[5]은 어머니의 구강건강신념이 아동의 칫솔

질횟수, 치실의 사용, 치과의료 이용, 우식경험유치지수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이와 김[6]은 노인의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관리행위가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청·장년

층 근로자를 상으로 한 구강건강신념과 관련된 건강관련 

삶의 질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청·장년층은 사회

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잦은 회식, 모임, 스트레스 등으로 건

강이 위험요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치아관리도 소홀히 하

는 경향이 있는데, 노년기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청. 장년층

의 구강건강 생활습관의 중요성은 결코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개인마다 독특한 동기 요인에 의해 선택적,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게 된다. 1928년 미국 콜롬비아 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Marston[7]은 인간 행동 조사에서 주요 인간 

행동은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한 그 환경 속에서 자기 개

인의 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행동

하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4가지 행동유형인 주도형(Dominance), 

사교형(Influence), 안정형(Steadiness), 신중형(Conscientiousness)

을 DISC 행동유형으로 분류하였다. DISC 행동유형을 이용한 

연구들은 인관계에 관한 리더십 분야나 유형에 따른 교육, 

또는 만족도 분야 등에서 많이 보고되었다[8-11]. 행동유형에 

따른 건강증진 관련 연구도 있으나[12], 구강건강에 한 연구

는 아직 거의 없는 실정이다. 

Giddon[13]은 구강건강과 관련된 기능적 문제, 동통과 불편

함의 지각정도는 물론 심미적 문제 및 사회적 안녕 등에도 관

련되어 있음을 밝힘으로써 처음으로 구강건강과 삶의 질의 

연관성에 한 개념을 정립하였고, Slade 와 Spencer[14]는 

Locker[15]의 구강건강모델을 바탕으로 주관적 구강상태를 포

함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까지 포함하는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지표로 구강건강영향지수(Oral Health 

Impact Profile-OHIP)를 개발하고 평가하였다. McGrath et 

al[16]의 연구에서는 상자의 72%가 구강건강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여 일반인들이 느끼는 구강건강과 삶

의 질의 접한 연관성을 증명한 바 있다.

인간 행동유형이 구강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에 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DISC 행동

유형에 따른 구강건강신념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행동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구강건강

증진 및 올바른 구강보건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4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경남지역에 소

재하는 사업장 2곳을 방문하여 근로자 400명을 상으로 설

문조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자기기입식 설

문조사를 하였으며, 이 중 설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무작정 

응답한 경우, 누락된 부분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지를 제외한 337명이 최종 상자였다.
본 연구는 고신 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승인번호 KU IRB 2013-76, 2014. 3. 21)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2. 조사도구

1)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는 구강건강신념, 구강보건행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일반적 특성, DISC 행동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설문지 내용

(1) 구강건강신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취하게 되는 행동의 근원이 되는 개

인의 주관적 믿음으로써 구강건강에 해 상자가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김은주[17]가 수정, 보완

한 구강건강신념 측정용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총 3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감수성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구강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항목으로 6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심각성은 자신의 구강질환 증상을 얼마나 심각

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구강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얼

마나 장애를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항목으로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도는 주어진 질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를 추구하는 데 장애(치과진료에 한 공포, 치과까지의 

교통편의 편리성, 진료비에 한 부담 등)를 얼마나 느끼는지

를 알아보는 항목으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익성은 자

신이 구강건강을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구강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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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유익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 항목으로 6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성은 다른 일이나 일반 질병에 부

여하는 가치보다 치과진료 및 구강건강에 부여하는 가치를 

얼마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항목으로 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장은 5점척도(매우 그렇지 않

다 1점∼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수성, 심각성, 유익성, 장애도, 중요성에 한 신념이 높음

을 의미하나, 장애도에 한 해석은 점수가 낮을수록 장애를 

덜 느끼는 것으로 해석한다.

(2) 구강보건행태

보건행태란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

위와 태도를 총칭하는 것으로써, 개인 또는 집단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행동 또는 건강상태의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인지 및 구강건강 검진횟수

에 관한 2문항, 통증 시 치과방문 여부에 관한 1개 문항, 칫솔

질 횟수와 칫솔질교육 경험, 칫솔질하는 이유에 관한 3개 문

항,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유무에 관한 1개 문항, 치석제거 

경험 유무에 관한 1개 문항, 치아를 닦는 방법에 한 1개 문

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구강건강영향지수(Oral Health Impact Profile- OHIP)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OHIP를 사용하

였다. OHIP는 Slade와 Spencer〔14〕에 의해 구강건강상태가 

개인의 안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

된 도구이다. OHIP는 노수정[18]이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이

용하였으며, 7개의 세부항목인 기능적 제한(9문항), 신체적 동

통(9문항), 심리적 불편(5문항), 신체적 능력저하(9문항), 심리

적 능력저하(6문항), 사회적 능력저하(5문항), 사회적 불리(6문
항)로 총 49문항으로 5점척도로 측정하였으며(전혀 없었다 0
점 ∼매우 자주 있었다 4점),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

강은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4) DISC 행동유형검사

DISC 행동유형 진단도구는 PPS(Personal Profile System)를 

사용하였다. Personal Profile System[19]는 미국의 칼슨 러닝사

(Carlson Learning Co.)가 인간행동유형을 진단하기 위해 1972
년에 개발하여 1994년에 수정한 것으로 인간행동을 이해하는 

유용한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PPS설문문항은 총 28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고, 설문의 결과로 행동유형을 주도형(D
형), 사교형(I형), 안정형(S형), 신중형(C형) 4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주도형(D형)은 공격적인 행동특성인 담함, 적극

성, 모험심과 진취적 행동 등을 보이고, 사교형(I형)은 개방적

인 행동특성 즉, 사교적, 열정적, 적극적, 설득적 행동 등을 보

인다. 신중형(C형)은 방어적인 행동특성인 치 함, 논리성, 세
심함과 정확성 등을 보이고, 안정형(S형)은 수용적인 행동특성 

즉, 협력, 배려, 지지와 양보 등을 보인다.
작성요령은 각 문항마다 4개의 단어 중 자신의 행동패턴을 

가장 잘 묘사한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선택하여 최고치 난에 

표시를 하고, 자신과 가장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선택

하여 최소치 난에 각각 1 개씩만 표시하도록 한다. 이 때 최

고와 최소는 반드시 같은 단어가 아닌 각기 다른 단어를 하나

씩 강제 분할 방식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표시된 28개의 

문항은 최고와 최소를 구분하여 유형별로 Z → D형(주도형), 
■ → I형(사교형), ▲ → S형(안정형), ★ → C형(신중형)의 각

각의 최고 개수와 최소 개수를 세어 최고에서 최소를 뺀 후 

가장 큰 숫자로 남는 유형을 조사 상자의 행동유형으로 판

정하였다[19].

3. 설문지의 신뢰도

설문지의 신뢰도 계수는 구강건강신념 0.855,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0.966으로 모든 항목에서 신뢰도 계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지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SAS(ver 9.4)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구강보건행태, DISC 행동유형을 빈도분석 하였고, 상자의 

DISC 행동유형별 구강건강신념과 구강보건행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비교는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 상자의 DISC 행

동유형 각각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구강건강신념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DISC 행동유형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구강건강신념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과 구강보건행태를 보정한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전체 337명의 상자 중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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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150 44.5

Female 187 55.5

Age

twenty years 83 24.6

thirty years 113 33.6

forty years 82 24.3

fifty years 59 17.5

Marriage
married 215 63.8

unmarried 122 36.2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ion 125 37.1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212 62.9

Total 337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Item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Subjective oral health

Unhealth 111 32.9

Normal 136 40.4

Good health 90 26.7

Dental examination

number of times

No 172 51.0

Onetime~Threetime 151 44.8

More than four time 14 4.2

Dental visits of pain
Yes 160 47.5

No 177 52.5

Brush the number of times

One time 12 3.6

Two time 99 29.4

More than tree time 226 67.0

Brush teaching 

experience

Yes 209 62.0

No 128 38.0

Brush the reason

Aesthetic reasons 55 16.3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 prevention 242 71.8

The removal halitosis 40 11.9

Oral hygiene products
No 159 47.2

Yes 178 52.8

Experience scaling
Yes 252 74.8

No 85 25.2

Toothbrushing method
Up and down sideways, wash your teeth and gumsin a circle 195 57.9

The upper teeth down, low teeth are up from below rotation 142 42.1

Total 337 100

<Table 2> Oral health behavior of study subjets

150명(44.5%), 여성 187명(55.5%)으로 분포하였다. 연령은 20  

83명(24.6%), 30  113명(33.6%), 40  82명(24.3%), 50  59명

(17.5%)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기혼자가 215명(63.8%), 미혼

자가 122명(36.8%)명이었고, 학력은 고졸 이하가 125명(37.1%), 

전문 학 졸 이상이 212명(62.9%)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 행태

연구 상자의 구강보건행태는 주관적 구강건강이 ‘건강하

지 않다’라고 응답한 상자는 111명(32.9%), ‘보통이다’가 

136명(40.4%), ‘건강하다’는 90명(26.7%)으로 나타났다. 최근 1
년간 구강검진 횟수에 해 ‘없다’라고 응답한 상자는 172
명(51.0%), ‘1회∼3회’는 151명(44.8%), ‘4회 이상’은 14명
(4.2%)으로 나타났으며, 통증 시 미루지 않고 치과를 방문하

는 것에 해 ‘그렇다’는 160명(47.5%), ‘그렇지 않다’는 177명
(52.5%)으로 나타났다. 칫솔질 횟수가 ‘1회’라고 응답한 상

자는 12명(3.6%), ‘2회’는 99명(29.4%), ‘3회 이상’은 226명
(67.0%)으로 나타났고, 칫솔질 교육 경험에서 ‘있다’라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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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DISC D type 42 12.5

I type 129 38.2

S type 105 31.2

C type 61 18.1

Total 337 100

<Table 3> DISC behavioral distribution

Division
Oral health beliefs

(Mean±SD)

Oral health beliefs

Sensitivity

Seriousness

Barrier

Benefit

Significance

Total

2.60±0.71

2.20±0.64

2.94±0.68

3.72±0.67

3.54±0.59

2.96±0.42

<Table 4> Oral health beliefs of study subjects한 상자는 209명(62.0%), ‘없다’는 128명(38.0%)으로 나타났

다. 칫솔질이유가 ‘심미적 목적’인 상자는 55명(16.3%), ‘충
치와 치주질환 예방’인 상자는 242명(71.8%), ‘구취제거 목

적’인 상자는 40명(11.9%)으로 나타났다.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에서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상자는 159명
(47.2%), ‘있다’라고 응답한 상자는 178명(52.8%) 으로 나타

났고, 치석제거경험에서 경험이‘있다’라고 응답한 상자는 

252명(74.8%),‘없다’라고 응답한 상자는 85명(25.2%)으로 나

타났다. 칫솔질 방법에서‘위아래를 옆으로 둥글게 치아와 잇

몸을 닦는다’라고 응답한 상자는 195명(57.9%), ‘윗니는 위

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회전시키며 치아와 잇

몸을 닦는다’라고 응답한 상자는 142명(42.1%) 으로 나타났

다<Table 2>.

3. 연구대상자의 DISC 행동유형 분포

연구 상자의 DISC 행동유형 분포는 D형(주도형)이 42명
(12.5%), I형(사교형)이 129명(38.2%), S형(안정형)이 105명
(31.2%), C형(신중형)이 61명(18.1%)으로 I형(사교형), S형(안정

형), C형(신중형), D형(주도형)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신념

연구 상자의 전체 구강건강신념의 정도는 2.96점으로 나

타났다. 구강건강신념 중 감수성은 2.60점, 심각성은 2.20점, 
장애도는 2.94점, 유익성은 3.72점, 중요성은 3.54점으로 나타

나 구강건강신념 중 유익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심각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4>.

5.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연구 상자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전체 0.48점으로 삶

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기능적 제한은 0.54점, 신체적 동통은 

0.77점, 심리적 불편은 0.84점, 신체적 능력저하는 0.35점, 심리

적 능력 저하는 0.35점, 사회적 능력 저하는 0.15점, 사회적 불

리는 0.24점으로 나타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사회적 능력

저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심리적 불편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다<Table 5>.

6. 연구대상자의 DISC 행동유형별 구강건강신념

연구 상자의 DISC 행동유형별 구강건강신념 중 D형(주도

형)의 전체 구강건강신념은 2.40점으로 나타났고, 감수성이 3.36
점, 심각성이 3.77점, 장애도가 3.02점, 유익성이 2.10점, 중요성

이 2.98점으로 나타났다. 
I형(사교형)의 전체 구강건강신념은 2.51점으로 나타났고 감수

성이 3.50점, 심각성이 3.89점, 장애도는 3.12점, 유익성이 2.35점, 
중요성이 3.12점으로 나타났다. 

S형(안정형)의 전체 구강건강신념은 2.48점로 나타났고, 감
수성이 3.32점, 심각성이 3.70점, 장애도는 2.95점, 유익성이 2.30
점, 중요성이 2.99점로 나타났다. 

C형(신중형)의 전체 구강건강신념은 2.37점로 나타났고, 감
수성이 3.35점, 심각성이 3.80점, 장애도는 3.14점, 유익성이 

2.22점, 중요성이 3.02점으로 나타났다. DISC 행동유형별 구강

건강신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세부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6>.

7. 연구대상자의 DISC 행동유형별 구강보건행태

연구 상자의 DISC 행동유형별 구강보건행태를 분석결과 

통증 시 치과방문 여부에 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D
형(주도형)의 통증 시 미루지 않고 치과방문은 ‘그렇다’가 28
명(66.7%), ‘그렇지 않다’가 14명(33.3%)으로 나타났고, I형(사
교형)에서는 ‘그렇다’가 66명(51.2%), ‘그렇지 않다’가 63명
(48.8%) 이었다. S형(안정형)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가 63명
(60.0%), ‘그렇다’가 42명(40.0%) 으로 나타났고, C형(신중형)
에서는 ‘그렇지 않다’가 37명(60.7%), ‘그렇다’가 24명(39.3%)
으로서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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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Mean±S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Funtional limitation

Physical pain

Phychological discomfort

Physical ability discomfort

Phychological ability discomfort 

Social ability discomfort

Social handicap

Total

0.54±0.51

0.77±0.59

0.84±0.77

0.35±0.53

0.35±0.59

0.15±0.37

0.24±0.46

0.48±0.45

<Table 5>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f subjects

Division
Dominance

(D type)

Influence

(I type)

Steadiness

(S type))

Conscientiounes

(C type)
p

Sensitivity 3.36±0.91 3.50±0.67 3.32±0.69 3.35±0.69 0.219

Seriousness 3.77±0.75 3.89±0.56 3.70±0.65 3.80±0.67 0.134

Barrier 3.02±0.58 3.12±0.76 2.95±0.63 3.14±0.62 0.190

Benefit 2.10±0.54 2.35±0.80 2.30±0.62 2.22±0.49 0.168

Significance 2.98±0.43 3.12±0.43 2.99±0.40 3.02±0.41 0.397

Total 2.40±0.55 2.51±0.67 2.48±0.52 2.37±0.53 0.057

value: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6> DISC behavioral style the oral health beliefs

Division D type  I type  S type  C type p

Subjective oral health

Unhealth 13(31.0) 37(28.7) 45(42.9) 16(26.2)

0.091Normal 15(35.7) 51(39.5) 39(37.1) 31(50.8)

Good health 14(33.3) 41(31.8) 21(20.0) 14(23.0)

Dental examination number 

of times

No 22(52.4) 72(55.8) 48(45.7) 30(49.2)

0.687Onetime~Threetime 17(40.5) 53(41.1) 53(50.5) 28(45.9)

More than four time 3(7.1) 4(3.1) 4(3.8) 3(4.9)

Dental visits of pain
Yes 28(66.7) 66(51.2) 42(40.0) 24(39.3)

0.012
No 14(33.3) 63(48.8) 63(60.0) 37(60.7)

Brush the number of times

One-time 3(7.1) 5(3.9) 2(1.9) 2(3.3)

0.229Two-time 11(26.2) 45(34.9) 23(21.9) 20(32.8)

More than tree time 28(66.7) 79(61.2) 80(76.2) 39(63.9)

Brush teaching experience
Yes 31(73.8) 77(59.7) 64(61.0) 37(60.7)

0.411
No 11(26.2) 52(40.3) 41(39.0) 24(39.3)

Brush the reason

Aesthetic reasons 7(16.7) 23(17.8) 12(11.4) 13(21.3)

0.511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 prevention 31(73.8) 89(69.0) 78(74.3) 44(72.1)

The removal halitosis 4(9.5) 17(13.2) 15(14.3) 4(6.6)

Oral hygiene products
Yes 23(54.8) 60(46.5) 45(42.9) 31(50.8)

 0.551
No 19(45.2) 69(53.5) 60(57.1) 30(49.2)

Experience scaling
Yes 34(81.0) 89(69.0) 83(79.0) 46(75.4)

 0.244
No 8(19.0) 40(31.0) 22(21.0) 15(24.6)

Toothbrushing method
Up and down sideways, wash your teeth and gums in a circle 24(57.1) 70(54.3) 63(60.0) 38(62.3)

0.710
The upper teeth down, low teeth are up from below rotation 18(42.9) 59(45.7) 42(40.0) 23(37.7)

Unit: percentage(%)

<Table 7〉 DISC behavioral style the oral health behavior

그 외 주관적 구강건강, 구강검진 횟수, 칫솔질 횟수, 칫솔질

교육경험, 칫솔질하는 이유, 구강위생보조용품사용, 치석제거

경험, 칫솔질방법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7>.

8. 연구대상자의 DISC 행동유형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연구 상자의 DISC 행동유형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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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sion D type I type S type C type p

Funtional limitation 0.72±0.57 0.78±0.60 0.80±0.61 0.73±0.58 0.860

Physical pain 0.47±0.45 0.53±0.52 0.57±0.49 0.54±0.54 0.781

Phychological discomfort 0.69±0.63b 0.76±0.71ab 1.03±0.90a 0.76±0.71ab 0.017

Physical ability discomfort 0.32±0.46 0.33±0.55 0.38±0.53 0.35±0.54 0.885

Phychological ability discomfort 0.32±0.49 0.33±0.56 0.37±0.64 0.38±0.62 0.914

Social ability discomfort 0.12±0.33 0.14±0.38 0.15±0.35 0.17±0.39 0.930

Social handicap 0.17±0.32 0.25±0.49 0.26±0.49 0.25±0.45 0.715

Total 0.42±0.37 0.46±0.44 0.52±0.47 0.47±0.47 0.627

<Table 8> DISC behavioral style to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tem Division (S.E) p  

D type

Sensitivity
Seriousness
Barrier
Benefit
Significance

0.3(0.14)
-0.25(0.19)
-0.23(0.14)
-0.01(0.14)
-0.11(0.14)

0.035
0.190
0.114
0.918
0.428

0.533

I type

Sensitivity
Seriousness
Barrier
Benefit
Significance

-0.08(0.09)
0.04(0.1)

0.23(0.06)
-0.1(0.06)
0.1(0.07)

0.358
0.699
0.000
0.078
0.148

0.356

S type

Sensitivity
Seriousness
Barrier
Benefit
Significance

0.16(0.08)
0.22(0.08)
0.21(0.07)

-0.02(0.07)
0.02(0.08)

0.050
0.006
0.002
0.726
0.829

0.592

C type

Sensitivity
Seriousness
Barrier
Benefit
Significance

-0.02(0.13)
0.32(0.12)
-0.17(0.1)
0.04(0.12)
-0.18(0.12)

0.861
0.01

0.104
0.721
0.135

0.664

General characteristics(gender, age, marriage, education) and dental health behavior(Subjective oral health, Dental examination number of times, Dental visits 
of pain, Brush the number of times, Brush teaching experience, Brush the reason, Oral hygiene products, Experience scaling, Toothbrushing method)about parameter.

<Table 9> DISC behavioral style to factor affecting to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분석한 결과 D형(주도형)의 전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0.42점, I형(사교형)은 0.46점, S형(안정형)은 0.52점, 그리고 C
형(신중형)은 0.47점 이었다(표 8). 연구 상자의 DISC 행동유

형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심리적 불편’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 D형이 0.69점으로 가장 낮았고, S형이 1.03점으

로 가장 높았다(p=0.017). 그 외 신체적 동통, 기능적 제한, 신
체적 능력, 심리적 능력저하, 사회적 능력저하, 사회적 불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8>. 

9. 연구대상자의 DISC행동유형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보건행태에 하여 보정한 

후 DISC 행동유형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일을 확인하였다. D형은 구강건강신념 중 감수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35), I형은 장애도(p=0.000)에서, 그리고 S형은 심각성

(p=0.006)과 장애도(p=0.002)에서, C형은 심각성(p=0.010)이 구강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Ⅳ. 고찰

인간이 건강관련행위를 취하려는 가능성은 건강신념에 의

해 결정된다고 하였고, 구강건강관련 행위는 생물학적 과정이

라기보다는 이차적인 사회심리학적 과정이라는 특성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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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건강신념모형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의 질병예

방 행위를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질병에 한 지각된 

감수성과 심각성이 높으면 질병에 한 위협인지가 높아져서 

특정한 건강행위를 할 확률이 높아지고 지각된 유익성이 장

애도보다 클 경우 건강행위를 할 확률이 높아지며, 동시에 적

절한 건강행위를 일으키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면 바람직한 

건강행위가 일어난다고 하였다[20]. 

사람은 개인마다 독특한 동기 요인에 의해 선택적으로 일

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성의 행동

을 우리는 행동 패턴 또는 행동 양상이라고 한다. DISC 행동

유형은 D형(주도형), I형(사교형), S형(안정형), C형(신중형) 4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DISC 행동유형과 유사하다

고 알려져 있는 MBTI는 외부세계를 수용하는 방식과 태도, 

정보의 판단과 결정과정 등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

적으로 표출되는 행동유형적인 접근보다 복잡하고 내면적일 

수 있다. 이에 반해 DISC 행동유형은 개인이 특정 환경에서 

표출하는 행동양식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더 실제적일 수 있

다고 하였다[21].

본 연구는 DISC 행동유형에 따른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

강관련 삶의 질의 관련성에 해 파악하여 청·장년층 근로자

의 구강병 예방행동을 유도하고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

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 보고자 하였다. 

 DISC 행동유형 중 D형(주도형)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강건강신념 중 감수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3.36점으로 나타났다. 이흥수[22]는 자

신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병에 걸

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행위를 하면 그

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미리 예방할 수 있고, 그 행위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그 행위를 선택할 확률

은 아주 높다고 하였다. 감수성이 높을수록 건강관련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므로 구강건강의 위험요인이 

항상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I형(사교형)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구강건강신념 중 장애도에서 유의한차이를 보였고(p<0.001), 

3.12점으로 나타났다. 장애도에 한 연구에서 Pender[23]는 장

애는 회피를 동기화시켜 장애가 많을 때는 구강건강실천행위

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장애가 많을 때는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의료비용을 책정하거나, 치과

에 한 공포감을 줄여주는 등의 장애를 낮추어주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보여진다. 

S형(안정형)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구강건강신념 중 심각성과 장애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고(p<0.05), 심각성 3,70점, 장애도 2.95점으로 나타났다. 사

람들은 자신이 질병을 야기하는 건강상의 문제가 자신에게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질병의 결과에 한 심각성 등이 질병

의 위협감을 형성하며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 장애가 적다고 

믿는다면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

고 하였다[24]. 따라서 심각성이 증가할수록, 장애도가 감소할

수록 권고된 예방행동의 수용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였기 때

문에, 현재 구강상태에 한 적극적인 소통으로 심각성을 인

지시키고, 구강병 예방행위를 하는데 있어 장애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C형(신중형)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구강건강신념 중 심각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0.05), 3.80점으로 나타났다.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행동

은 질병에 하여 개인이 느끼고 있는 면역의 정도나 질병의 

심각성에 한 인식에서부터 비롯되고, 면역성에 한 개인의 

인식이 크면 클수록 지각된 위협은 작아지고 그 결과 예방행

동의 가능성은 줄어들며, 심각성이 크고 면역에 한 보장이 

불확실한 질환의 경우에는 지각된 위협도 커지고 예방행동이 

증진된다고 하였다[25].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수성, 심각성, 장애도 이다. 

DISC 행동유형 중 적극적이고 외향적이며 행동의 속도가 빠

른 유형인 D형(주도형)과 I형(사교형)은 구강건강관련 교육 시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 할 수 있게 유도하여 구강건강의 필요

성에 해 동기부여 시키고,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으며 행동

의 속도가 느린 S형(안정형)과 C형(신중형)은 안정적인 분위

기 속에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신뢰감을 주고 일상생활에서 

구강예방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는 것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러 가

지가 있겠지만 DISC행동유형별 구강건강신념과 구강보건행

태만을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일부 지역의 상만을 조사하였

기 때문에 전체를 표 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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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인해 구강건강관

리의 기회를 갖게 되고, 직업에 따른 차이에서 전문직이 비전

문직, 무직 보다 구강건강실천행위를 잘한다고 하였으므로, 

각 변수들을 통제한 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구강건

강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은 흡연이나 생활습관, 식생활 요인 

등 다양하고, 서로 다른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연령이나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용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DISC 행동유형은 단지 사람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언어이지 옳고 그름에 한 가치판단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

에 정답은 있을 수 없고, 특정한 환경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

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폭넓은 인원을 상으로 다양한 

변인들에 한 연구와 구강건강에 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치과에 한 공포감을 줄여 주는 등 구강질환 예방행위를 하

는데 있어 장애를 낮추어 주는 것이 중요하며 행동유형에 따

른 효율적인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병예방과 구강건강에 

한 중요성 강조한다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을 수 있

을 거라 사료된다.

Ⅴ. 결론

DISC 행동유형에 따른 구강건강신념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행동유형별 특성을 이해하

고 구강건강증진 및 올바른 구강보건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2014년 3월부터 2014년 4월 까지 경남지역에 소재

하는 사업장 2곳을 방문하여 근로자 337명을 상으로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

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SAS(ver 9.4)사용, 빈도분석, t-test, 
ANOVA, Chi-square test,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

며,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1. 연구 상자는 남성 150명(44.5%), 여성 187명(55.5%)이었

으며, D형은 42명(12.5%), I형은 129명(38.2%), S형은 105명
(31.2%), C형은 61명(18.1%)로 나타났다. 

2. 전체 구강건강신념은 2.96점으로 나타났고, 구강건강관

련 삶의 질은 0.48점 이었다. DISC행동유형 중 D형(주도형)은 

구강건강신념 중 감수성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p<0.05), I형(사교형)은 장애도에서, S형
(안정형)은 심각성과 장애도에서, C형(신중형)은 심각성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근로자들의 행동유형에 따라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구강건강신념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행동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건강관련 삶

의 질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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