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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association between satisfaction of life an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The satisfaction of life was composed of living environment, job performance, 

leisure activ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family relationship. We thought these factors affect to the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For this study, 283 adults of Busan, Ulsan and Gyeongnam a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12.0 program. In conclusion, 

we obtained the next results. First, the average of living environment was 3.33, the job performance 

was 3.57, the leisure activity was 2.90,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was 3.45, the family relationship 

was 3.47 and the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was 4.15. Second, the influencing factor in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were job performance(β=.235), family relationship(β=.141), interpersonal 

relationship(β=.131), adjusted R2=.157. This study is a help to policymaking basic materials for 

improvement of the life quality related in the or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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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의학기술의 발달과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건강의 개념이 단

순한 육체적 개념에 국한 되지 않고 사회적, 정신적 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관심으로 대

두되고 있다.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질병에 미

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건강관련 삶의 질은 질병의 

증상뿐만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만족수준, 안녕감, 기능 상태 

및 장애에 관한 주관적 평가를 고려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건

강상태에 의해 영향 받는 삶의 질의 한 부분이다[1]. 이러한 삶

의 질은 보건분야에서는 질병을 관리하고 치료목표를 설정하

며 환자 예후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구강은 효율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음식 섭취로 

먹는 즐거움을 주며 사회적 자신감을 높여 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 하지만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을 측정하고 이를 설명하는데 있어 전신질환과 비교하여 생

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강관련 질환은 심각하

게 받아들이지 않고 신체적 노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받아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3]. 그러나 구강질환은 음식섭취의 어

려움, 통증, 불편, 외모의 불만족 등을 유발하며[4], 구강질환

으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기능장애를 가져오기도 한다[5]. 또한, 
구강질환으로 해고당한 경험이 개인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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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도 한다[6]. 이러하기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강질환의 

관리가 필요하며,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구강건강과 관련된 구

강건강수준, 구강건강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화된 구강건강수준 측정도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현재 

Oral Health Impact Profile(OHIP),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Indicator(SOHSI), Geriatric Oral Health Assessment Impact 
(GOHAI)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3]. 이 중 구강건강 측

면을 고려한 구강건강영향지수(OHIP)는 행복에 있어 구강 장

애의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로[7], 이
를 이용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을 통해 구강건강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개인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생활만

족도는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효율적으로 주

위의 환경과 잘 적응하여 정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8], 다
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행동, 
태도 및 기대 수준이 형성되며 이러한 기대는 다른 사람과 비

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9]. 따라서 모든 사람

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며, 만족스런 삶을 누리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계

획하고 준비하는 인간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다[10]. 생활만

족도의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Chekola[11]는 행복을 개인이 

갖고 있는 요구와의 조화로운 만족이라고 규정한 바에 따라 

행복의 특징에 비추어 행복감은 내적·주관적으로 즐거운 감정 

상태인 생활만족과 가장 적합성이 높다고 하였다. 김명자[12]
는 현대인들의 건강과 관련된 웰빙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취미 활동이나 예술 활동은 그 이상의 마

음과 육체를 표현하는 가치성으로 실생활로 전이되어 생활 

만족도를 높여줌으로써 심신의 안정과 더불어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고, 장재호[13]는 주부들

의 여가생활이 가정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에 대해 단편적인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가정 및 직장 등에서 느끼는 개인적 생활만

족도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느끼는 생활만족도를 

생활환경만족, 직무수행만족, 여가활동 만족, 대인관계 만족, 가
족관계 만족으로 세분화하여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방안마련에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 울산 및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013년 3월15일부터 2013년 4월 20일까지 구

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상관관계를 조사하

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부하여 이 중에서 불성실한 응

답을 한 17부를 제외한 283부가 최종분석으로 사용되었다.

2. 연구도구 및 방법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에 대해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가 자가보고형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였다. 설문 내용은 인구학적 특성 11문항, 구강건강관

련 삶의 질 14문항, 생활만족도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소득, 직업, 결혼여부, 종교, 흡연상태, 구강보건교육,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관심으로 총 11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2)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설문지는 Slade[14]의 구

강건강영향지수 OHIP-14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능적 제

한, 신체동통, 심리불편, 신체적 능력저하, 심리적 능력저하, 
사회적 능력저하, 사회적 불리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구강

건강증진 행위 정도에 따라 “매우 자주 있다”를 1점으로 “전
혀 그렇지 않다”를 5점으로 표시하여 처리하였다. 구강건강관

련 삶의 질의 전체는 5점으로 갈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신뢰성을 측

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Test를 실시한 결과, Cronbach's α
=.927로 나타났다.

3) 생활만족도

개인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설문지는 강구수[15]가 사용

하였던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

구는 생활만족도 하위영역은 여가활동시간(4문항), 대인관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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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직무수행(5문항), 생활환경적응(6문항), 가족관계(2문항) 
등 5개 영역의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

렇다”를 5점으로 표시하여 처리하였다. 생활만족도의 신뢰성

을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Test를 실시한 결과, Cronbach's 
값이 생활환경만족 .851, 직무수행 .762, 여가활동시간 .792, 대
인관계 .715, 가족관계 .765로 나타났다.

3.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versio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빈도 및 백

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으며,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술통계분석으로 구하였

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의 차이는 t-test검증,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어슨의 상관관계계수로 분석하였으며, 생활만족

도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

해 선형회귀분석 중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50.9%, 남성 

49.41%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40대가 26.1%, 50대 24.7%, 20
대 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은 생산직이 18%로 가장 

많았으며, 주부 17.7%, 자영업 14.1%, 판매서비스업 11%, 학생 

10.2%, 전문직 28명 9.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기혼이 

73.9%로 미혼 26.1% 보다 높았다<Table 1>.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139 49.1

Female 144 50.9

Age

20-29 59 20.8

30-39 50 17.7

40-49 74 26.1

50-59 70 24.7

60- 30 10.6

income(won)

< 2million 57 20.1

2.01-3.00 74 26.1

3.01-4.00 67 23.7

4.01-5.00 39 13.8

≥5.00  46 16.3

Job

Student 29 10.2

Housewife 50 17.7

Professional 28 9.9

Line Worker 51 18.0

Salesperson 31 11.0

Self-employed 40 14.1

Office Job 22 7.8

Other 32 11.3

Marriage
Unmarried 74 26.1

Married 209 73.9

Total 283 100.0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2. 생활만족도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연구대상자의 생활만족도의 정도는 3.38로 조사되었고 생

활만족도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관계 3.74, 직무수행 

3.57, 대인관계 3.45, 생활환경만족 3.33순으로 나타났으며, 여
가활동시간이 2.9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구강건강관

련 삶의 질은 4.15로 조사되었다<Table 2>. 

Variables Categories Mean±SD

Satisfaction 

of Life 

Living Environment 3.33±0.66

Job Performance 3.57±0.60

Leisure Activity 2.90±0.80

Interpersonal Relationship 3.45±0.62

Family Relationship 3.74±0.80

Total 3.38±0.52

OHIP 4.15±0.61

OHIP :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Table 2> Degree of Satisfaction of Life an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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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atisfaction of Life 

Living Environment Job Performance Leisure Activ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Gender
Male 3.31±0.69 -.404

(0.686)

3.53±0.57 -1.212

(0.227)

2.83±0.82 -.244

(0.807)

3.44±0.60 -.141

(0.888)Female 3.34±0.63 3.61±0.63 2.91±0.79 3.46±0.64

Age

20-29 3.60±0.68

5.31

(0.000**) 

3.81±0.55

4.837

(0.001**)

2.90±0.74

1.535

(0.192)

3.64±0.57

2.415

(0.049)

30-39 3.22±0.53 3.67±0.55 2.94±0.75 3.42±0.59

40-49 3.37±0.58 3.54±0.54 2.99±0.86 3.46±0.65

50-59 3.10±0.70 3.37±0.69 2.71±0.78 3.31±0.62

60- 3.36±0.73 3.53±0.60 3.06±0.96 3.49±0.66

income 

(won)

< 2million 3.25±0.75

2.008

(0.094)

3.41±0.75

2.949

(0.021*)

2.94±0.89

2.906

(0.022*)

 

3.59±0.72

3.294

(0.012*)

2.01-3.00 3.18±0.65 3.48±0.55 2.68±0.75 3.24±0.58

3.01-4.00 3.43±0.55 3.70±0.54 2.85±0.79 3.52±0.58

4.01-5.00 3.42±0.60 3.65±0.59 3.10±0.75 3.49±0.62

≥5.00  3.43±0.73 3.69±0.57 3.11±0.81 3.51±0.56

Job

Student 3.76±0.67

3.421

(0.002**)

4.00±0.63

3.661

(0.001**)

3.08±0.72

1.073

(0.381)

3.59±0.63

1.032

(0.409)

Housewife 3.23±0.58 3.38±0.61 2.96±0.74 3.40±0.61

Professional 3.32±0.70 3.53±0.71 2.87±0.86 3.48±0.54

Line Worker 3.32±0.68 3.46±0.59 2.80±0.89 3.40±0.65

Salesperson 3.19±0.65 3.60±0.51 2.71±0.65 3.48±0.61

Self-employed 3.09±0.58 3.51±0.55 2.78±0.87 3.30±0.56

Office Job 3.44±0.56 3.72±0.45 3.12±0.59 3.51±0.51

Other 3.48±0.66 3.68±0.59 3.01±0.97 3.62±0.78

Marriage
Unmarried 3.50±0.68 2.688

(0.008**)

3.75±0.58 2.862

(0.005**)

2.91±0.73 0.131

(0.896)

3.63±0.58 2.824

(0.005**)Married 3.27±0.65 3.51±0.61 2.90±0.84 3.39±0.63

Total 3.33±0.66 3.57±0.60 2.90±0.81 3.45±062

<Table 3> Difference of Satisfaction of Life an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계속)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및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분석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집

단 간 차이는 <Table 3>에서 제시하였다. 성별 조사에서는 생

활만족도 모든 하부영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여자의 가족관계요인 만족도가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연령대별 조사에서 20대의 경

우 생활만족도 3.59, 가족관계 4.02, 직무수행 3.81, 생활환경만

족 3.60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연령대로 나타났으며, 
50대에서 생활만족도 3.18, 가족관계 3.46, 직무수행 3.37, 생활

환경만족 3.10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구강관련 삶의 질은 20대 4.27, 30대 4.24, 40대 4.22, 50

대 4.00, 60대 3.94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강관련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른 조사에서 200만원 미만인 경우 

대인관계 3.59, 직무수행 3.41, 여가활동시간 2.94의 순의로 조

사되었으며, 200만원-300만원 미만인 경우 직무수행 3.47, 대
인관계 3.23, 여가활동시간 2.68로 조사되었다. 300만원-400만
원 미만인 경우 직무수행 3.70, 대인관계 3.51, 여가활동시간 

3.85로 조사되었고, 400만원-500만원 미만인 경우 직무수행 

3.65, 대인관계 3.49, 여가활동시간 3.10으로 조사되었다. 500
만원 이상인 경우 대인관계 3.91, 직무수행 3.69, 여가활동시

간 3.10의 순의로 나타났다.
직업별 조사에서 생활만족도는 학생이 3.71로 가장 높았으

며, 자영업자가 3.2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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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atisfaction of Life 
OHIP

Family Relationship Total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Gender
Male 3.67±0.85 -1.247

(0.213)

3.36±0.50 -.765

(0.445)

4.08±0.63 -2.030

(0.043)Female 3.79±0.74 3.41±0.54 4.23±0.58

Age

20-29 4.02±0.87

4.191

(0.003**) 

3.59±0.48

4.191

(0.003**) 

4.27±0.54

4.191

(0.003**) 

30-39 3.71±0.76 3.37±0.43 4.24±0.49

40-49 3.78±0.73 3.41±0.51 4.22±0.51

50-59 3.46±0.77 3.18±0.53 4.00±0.66

60- 3.77±0.84 3.42±0.60 3.94±0.91

income

(won)

< 2million 3.57±0.92

2.055

(0.087)

3.34±0.64

3.231

(0.013*)

4.03±0.81

2.277

(0.061)

2.01-3.00 3.61±0.74 3.22±0.46 4.05±0.59

3.01-4.00 3.81±0.75 3.46±0.44 4.26±0.51

4.01-5.00 3.87±0.80 3.48±0.50 4.20±0.50

≥5.00  3.91±0.78 3.50±0.52 4.29±0.55

Job

Student 4.12±0.80

3.279

(0.002**) 

3.71±0.54

3.421

(0.002**) 

4.22±0.52

0.867

(0.533) 

Housewife 3.62±0.73 3.30±0.51 4.11±0.58

Professional 3.88±0.94 3.38±0.57 4.20±0.43

Line Worker 3.64±0.92 3.32±0.52 4.16±0.61

Salesperson 3.45±0.60 3.29±0.45 4.15±0.60

Self-employed 3.55±0.67 3.22±0.47 3.99±0.78

Office Job 3.80±0.53 3.50±0.40 4.37±0.47

Other 4.03±0.86 3.53±0.56 4.16±0.73

Marriage
Unmarried 3.94±0.85 2.549

(0.011*)

3.53±0.49 2.938

(0.004**)

4.23±0.54 1.273

(0.204)Married 3.67±0.77 3.33±0.52 4.13±0.64

Total 3.74±0.80 3.38±0.52 4.15±0.61

** : p<0.01, * : p<0.05

<Table 3> Difference of Satisfaction of Life an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부영역별로 조사에서는 학생이 생활환경만족, 직무수행, 가족

관계에서 3.76, 4.00,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집단은 생활환경만족에서는 자영업 3.09, 직무수행에서는 주

부 3.38, 가족관계에서는 판매서비스업 3.45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 기준에서는 생활만족도 하부영역별 모든 영역에서 미혼

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관계가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여가활동시간이 2.90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4. 생활만족도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 분석

생활만족도 하부요인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상관관

계는 <Table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생활환경만족 요인은 

r=0.264, 직무수행 요인 r=0.369, 여가활동시간 r=0.127, 대인관

계 r=0.303, 가족관계 r=0.280으로 모든 생활만족도 요인들이 

양의 관계를 나타내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

의 질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생활만족도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각 생활만족도 요인들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생활만족도 요인을 독립변수로 구강

건강관련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변수는 직무수

행, 가족관계, 대인관계 순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생활만족도 요인 중 생활환경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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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2 3 4 5 6 7

1. OHIP 1

2. Living Environment .264** 1

3. Job Performance .369** .627** 1

4. Leisure Activity .127* .494** .303** 1

5. Interpersonal Relationship .303** .580** .560** .432** 1

6. Family Relationship .280** .457** .429** .190** .289** 1

7. Satisfaction of Life .350** .896** .782** .657** .774** .590** 1

** : p<0.01, * : p<0.05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of Life an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Variables B SE β t p

Job Performance .237 .071 .235 3.354 .001**

Family Relationship .108 .046 .141 2.325 .021*

Interpersonal Relationship .129 .065 .131 1.979 .049*

F=3.916, P<0.001, R²=0.166, Adj R²=0.157,   ** : p<0.01, * : p<0.05.

<Table 5> The effect of Satisfaction of Life an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여가활동시간 요인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예측하는데 유 의한 설명력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고찰 및 결론

건강은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

소이며, 구강건강 또한 전체 건강의 일부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함에 있어 구강보건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16]. 이에 따라 전신건강과 연계하여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일반 성인의 일상

생활에서의 생활만족도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느

끼는 생활만족도를 생활환경만족, 직무수행만족, 여가활동 만

족, 대인관계 만족, 가족관계 만족으로 세분화하여 이 요인들

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였다. 
본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생활만족도 정도는 3.38로 조사

되었고 생활만족도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관계 3.74, 직
무수행 3.57, 대인관계 3.45, 생활환경만족 3.33순으로 나타났

으며, 여가활동시간이 2.9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육교사

를 대상으로 한 강구수[15]의 연구에서도 가족관계가 3.58로 

가장 높았으며, 여가시간이 2.74로 가장 낮게 조사되어 본 연

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현대사회가 핵가족화 되면

서 가족 간의 긴말한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또한 이를 위한 많

은 시간과 열정을 소비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을 위한 여가활

동의 필요성은 인식하나 실천을 위한 시간 할애에는 인색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연령대별 조사에서 20대 생활만족도가 3.59로 가장 높았으

며, 50대가 3.18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중년여성을 대상으

로 한 권한경[17]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연

령대이며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음

으로 인해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며, 50대
는 신체적 하락기, 직장 내 직위 상승에 따른 스트레스, 가정

에서의 역할 부담, 자신의 노후준비 등 과다한 육체적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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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으로 인해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에서는 500만원 이상 집단이 생활

만족도 3.50, 생활환경만족도 3.43, 직무수행 3.69, 여가활동시

간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에서는 200만원 이

하가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이 많을수록 경제 여유

로 인해 활발한 여가활동, 주거환경의 지속적 개선과 보다 높

은 사회적 역할에 따른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반면 200만원 이하의 경우 20-30대 독립세대로 자유롭고 활발

한 대인관계 활동으로 생활만족도 하부요인 중 대인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별 조사에서 생활만족도는 학생이 3.71로 가장 높았으

며, 자영업자가 3.2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의 하

부요인별 조사에서도 학생이 생활환경만족, 직무수행, 가족관

계에서 3.76, 4.00,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집단은 생활환경만족에서는 자영업 3.09, 직무수행에서는 주

부 3.38, 가족관계에서는 판매서비스업 3.45로 나타났다. 학생

의 경우 학교와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생활하며 비교적 

책임에 대한 부담은 약하나 일반생활에 있어서는 활동적이며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 자영업자는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해 시설 투자에 

대한 어려움으로 생활환경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주부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뚜렷한 직업군으로 인식

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주부 스스로의 직무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 지며, 판매서비스업 종사자

의 경우 감정노동자로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업적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관계에 악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만족도와 모든 하부영역에서 기혼자보다 미혼자의 만

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관계가 3.94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강구수[15]의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에 있어 기혼자 3.68로 미혼자 3.29보다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보육교사의 경우 직업의 특성상 아

이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로 인해 자신의 가정에 대한 소중함

이 미혼보다 기혼에서 많기 때문이며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직

업군이 아닌 일반 성인을 대상로 한 연구이기에 상반된 결과

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미혼자가 기혼자에 

비해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적어 자신을 위

한 활동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기에 높은 만족도를 나

타낸 것으로 보이며, 현재 결혼에 대한 당위성이 낮아지는 우

리나라의 결혼관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호주와 영국인들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연구한 Steele 

등[18]에 의하면 30세 이하, 30세-49세, 50세-69세, 70세 이상

의 연령대별 집단에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

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20대 4.27, 30대 4.24, 40대 

4.22, 50대 4.00, 60대 이상 3.94로 연령대별 구강건강관련 삶

의 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

록 구강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집중적인 관리가 시행되

어야 하지만, 구강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단순한 노화로 인식

하고,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이 부족하여 구강상

태가 계속적으로 악화된다는 기존 연구[19-22]와 동일한 연구

결과를 보였다. 20대의 경우 치주질환, 타액유출량 감소 등 구

강건강관련 문제에 대한 불편감이 기타 연령대보다 상대적으

로 적게 느끼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노후 준비와 

왕성한 사회생활로 인해 구강건강에 소홀해지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서 생활환경만족 r=0.264, 직무수행 r=0.369, 여가활동시간 

r=0.127, 대인관계 r=0.303, 가족관계 r=0.280으로 모든 생활만

족도 하부요인들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내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만족도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생활만족도 요인을 독립변수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직무수행, 가족관계, 대인관계 순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강건강관련 삶

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본인이 현재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직

무수행 만족도 향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자격증 

취득, 자발적 연구 참여, 직무관련 전문지식의 습득과 재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자기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가
족 또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이

해와 소통을 통한 갈등을 해소하고, 가족의 기능을 회복 강화

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관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단순한 구강관리에만 영향을 받

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각종 활동에도 영향

을 받기에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생활만족도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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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상호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구강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만족도 요인은 직무

수행, 대인관계, 가족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즉,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본인의 직무수행 증진이 효과가 있

음을 인지하고 가정 또는 사회에서의 직무수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방안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

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적이고 전문

성 있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생활환경만족, 직무수행, 

여가활동시간, 대인관계 및 가족관계 만족도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규명한 본 연구가 구강관련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구강보건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도움이 

되리라 본다. 본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연

구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생활만족도 측정에 있어 개인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부영역을 생활환경만족, 직무수행, 여가활동시간, 대인관계 

및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로만 분류하여 연구함으로서 세분

화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반

영한 생활만족도 연구도구 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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