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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association between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on psychological happiness and stress.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was composed of 

dietary habits, toothbrushing, oral hygiene devices and regular dental visit. We thought these factors 

affect to the psychological happiness and stress. For this study, 200 adults in Busan, Ulsan and 

Kyu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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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program. In conclusion, we obtained the next results. First, the mean of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was 3.12 out of 5. In terms of sub-domain, toothbrushing (3.45) is the highest, followed by oral hygiene 

devices (3.09), dietary habits (2.75) and regular dental visit (2.66). Second, the influencing factor in 

stress were toothbrushing (β=-.169), adjusted R2=.024. Third, the influencing factor in psychological 

happiness were oral hygiene devices (β=.195) and dietary habits (β=.162), adjusted R2=.077. 

According to the results, toothbrushing is effective in decreasing the stress. Also, oral hygiene devices 

and dietary habits is effective in increasing the psychological happiness.

Key words: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Psychological Happiness,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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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대사회의 전문화, 다원화로 인한 생활양식 및 인간관계

의 변화는 인간의 건강 수준과 제반 보건문제의 변화를 초래

하였고, 직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업무과중이나 역할 및 대인

관계갈등, 그리고 업무자율성의 결여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1]. 

스트레스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

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

적 자극과 이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2], 어느 한 특정시기에

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난다[3]. 

적정수준의 스트레스는 개인의 건강이나 작업에 긍정적 영향

을 미쳐 근로자 개인의 목표 성취를 가능케 해주고, 목표 달

성시 능력을 증가시켜 주는 순기능적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균형을 파괴시

켜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4]. 또한, 스트레스는 타액의 분비를 

감소시키며, 구강 내 타액이 부족하면 세균 성장에 유리한 환

경이 되어 치주 질환을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된다[5]. 따라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억제 또는 완화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요가, 독서, 원예치료, 향기요법, 명상요법, 

음악치료, 집단상담, 영화감상, 미술치료 등을 이용한 프로그

램이 그 예이다[6]. 이를 통해 스트레스의 순기능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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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지시켜 궁극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인간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인생의 목표를 행복에 두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감은 정서적인 문제로 같은 환경

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주관적인 것으로, 개인의 경험 내에 존재하며, 긍정적이고 적

극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개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정의 되어 지기도 한다[7]. 또한, 심리적 행복감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자신의 생활에 의미, 성취감과 책임감 

및 목적 등을 느끼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

를 느끼며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

이기도 하다[8]. 기존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참여동기

와 심리적 행복감 간의 관계분석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

다. Siegenthaler와 Vaughan[9]의 연구에 의하면 여가활동 참가

자들은 비참여자들에 비해 신체활동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에 

대해 더 많은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높게 인지한다고 하였으며, 임과 남[10]은 일

반적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하는 사

람들이 자신의 생활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자세를 가

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신체활동이 없는 사람들 보다 심리적 

행복감을 높게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하듯 심리적 행복

감은 개인을 둘러싼 객관적인 여러 조건들보다 그 조건에 대

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감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11]. 

한편, 건강증진은 개인의 환경이나 건강습관을 변화시켜 

높은 수준의 안녕을 향해 나아가는 건강관리를 말하며, 건강

과 관련된 지식, 태도, 행위들이 포함된 복합적인 개념으로 그

중 행위가 건강증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12]. Pender[13]

는 건강증진행위를 통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

을 증진시키며 건강관리비용을 감소시키므로 개인의 기본적

인 건강요구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전반적

인 안녕의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최와 김[14]은 건강증진행

위를 실천하는 것은 건강에 대한 신념이 개인의 행위와 관련

된 감정,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 

욕구, 동기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구강건강은 건강

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 중의 하나이며, 구강건강증진

행위는 이러한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동과 태도를 말한다. 개인의 구강건강과 구강병은 생의학적

인 원인에서만이 아니라 구강건강행위에 따라 달라지며, 구강

건강행위는 생물학적 과정이라기보다는 사회심리적 과정이라

는 특징을 지닌다[15]. 건강행위의 실천이 스트레스로 인한 부

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이 확대 보급되면서 다양한 직업집

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6]. 하지만, 건강

증진의 한 요소인 구강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의 구강건강증진행위를 식이습관, 칫

솔질, 구강위생용품, 정기적인 치과방문으로 세분화하여 성인

이 인지하는 심리적 행복감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의 해소와 심리적 행복감의 증진을 위

한 방안으로 구강건강증진행위의 긍정적 영향을 제시하여, 성

인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구강건강증진행위를 제

안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9월7일부터 9월21일까지 부산, 울산, 경

남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증

진행위가 심리적 행복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

입식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총 2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00부를 회수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및 방법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구강건강증

진행위, 심리적 행복감, 스트레스에 대해 미리 작성된 설문지

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가 자기기입식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

였다. 설문 내용은 구강건강증진행위 18문항, 심리적 행복감 

20문항, 스트레스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표시하여 처

리하였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

다.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행복감, 스트레스, 구강건

강증진행위가 높음을 의미한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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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최종학

력, 결혼유무, 월평균수입, 주관적 경제상태, 직업, 음주, 흡연, 

운동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다.

2) 심리적 행복감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행복감을 측정하는 설문지는 귄[17]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행복감 20문항에 대해 고유값

이 1.0이상, 요인적재치는 0.4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배리맥스

(Varimax)방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합하지 않

는 3개 문항을 제거한 후, 17문항 2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 연구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Kaiser-Meyer-Olkin값이 .911로

서 기준인 0.5이상을 충족시켰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역

시 p=.000으로서 요인분석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2개의 요인은 즐거움(8문항), 자신감(9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심리적 행복감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계산한 결과 Cronbach's α=.920으로 나타났다. 하부요인

별로는 즐거움 .884, 자신감 .869로 나타났다.

3) 스트레스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설문지는 김[18]이 사

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스트

레스의 신뢰성을 측정하기위해 Cronbach's α를 계산한 결과  

Cronbach's α= 0.815로 나타났다.

4) 구강건강증진행위

구강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설문지는 이[19]가 사용한 설문지

를 본 연구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

강건강증진행위 18문항에 대해 고유값이 1.0이상, 요인적재치

는 0.4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배리맥스(Varimax)방법을 이용

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Kaiser-Meyer-Olkin값이 .798로서 기준인 0.5이상을 충족시켰으

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역시 p=.000으로서 요인분석에 사

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요인은 식이습관 3

문항, 칫솔질 8문항, 구강위생용품 4문항, 정기적인 치과방문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강건강증진행위의 신뢰성을 측정하

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계산한 결과 Cronbach's α=.834로 

나타났다. 하부요인별로는 식이습관 .647, 칫솔질 .767, 구강위

생용품 .699, 정기적인 치과방문 .640으로 나타났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versio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빈도 및 백

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구강건강증진행위, 심리적 행복

감, 스트레스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량을 구하였

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 심리적 행

복감, 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

다. 구강건강증진행위, 심리적 행복감, 스트레스의 각 변인들

간의 관계파악을 위해 피어슨의 상관계수와 선형회귀분석 중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포는 <Table 1>

과 같다. 성별분포는 남자100명(50%), 여자 100명(50%)이였으

며, 결혼유무는 기혼이 108명(54%), 미혼이 92명(46%)이었다. 

연령대에서는 20대 70명(35%), 30대 39명(19.5%), 40대 54명

(27%), 50대 이상 37명(18.5%)으로 조사되었고, 월소득은 100

만원미만 58명(29%), 100-200만원 46명(23%), 200-300만원 44

명(22%), 300-400만원 25명(12.5%), 400만원-500만원 11명

(5.5%), 500만원 이상 16명(8%)이었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

Gender
Male

Female

100

100

50.0

50.0

Married status
Married

Single

108

92

54.0

46.0

Age

20-29

30-39

40-49

50-

70

39

54

37

35.0

19.5

27.0

18.5

Monthly Income 

(10,000won)

< 100

100 - 200

200 - 300

300 - 400

400 - 500

500 <

58

46

44

25

11

16

29.0

23.0

22.0

12.5

5.5

8.0

Education

≤ High School

Colla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106

45

46

3

53.0

22.5

23.0

1.5

Total 2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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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적 행복감, 스트레스 및 구강건강증진행위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증진행위 정도는 3.12, 심리적 행복

감은 3.23, 스트레스 정도는 2.69로 나타났다. 구강건강증진행

위의 하부 요인별로 살펴보면 칫솔질 3.45, 구강위생용품 3.09, 

식이습관 2.75, 정기적인 치과방문 2.6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 

<Table 2>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Psychological 

Happiness and Stress 

Variables Categories Mean±SD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Dietary Habits 2.75±0.82

Toothbrushing 3.45±0.66

Oral Hygiene Devices 3.09±0.80

Regular Dental Visit 2.66±0.85

Total 3.12±0.56

Psychological Happiness Fun 3.11±0.59

Confidence 3.34±0.59

Total 3.23±0.55

Stress 2.69±0.53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행복감, 스트레스 및 

구강건강증진행위 분석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행복감, 스트레스, 구강건강증진행위

의 집단 간 차이는 <Table 3>에서 제시하였다. 심리적 행복감

의 인지정도는 남성이 3.32로 여성 3.2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별 조사에서는 월소득 500만원 이상이 3.72로 가장 높았

으며, 학력별 조사에서는 대학원졸업이 3.81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미혼자의 경우 자신감에서 3.44로 기혼자 3.26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자가 인지하는 스트레스 정도는 학력별 

조사에서 고졸이하가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강건강증진행위 중 칫솔질의 경우 미혼 3.59로 기혼 3.34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20대 3.68, 30대 및 40대 

3.37, 50대 이상 3.22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실천도가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 Difference of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Psychological Happiness and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Dietary Habits Toothbrushing Oral Hygiene Devices Regular Dental Visit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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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der
Male

Female

2.75±.84

2.75±.80

0.00

(1.00)

3.37±.67

3.54±.65

-1.859

(.064)

3.05±.86

3.14±.73

-.862

(.390)

2.69±.88

2.63±.82

0.470

(.639)

3.08±.60

3.17±.51

-1.137

(.257)

Married 

status

Married

Single

2.84±.75

2.65±.88

1.623

(.106)

3.34±.69

3.59±.61

-2.721

(.007)

3.05±.75

3.15±.86

-0.910

(.364)

2.67±.86

2.64±.85

0.205

(.838)

3.08±.56

3.18±.55

-1.267

(.207)

Age

20-29

30-39

40-49

50-

2.59±.87

2.73±.89

2.92±.69

2.85±.72

1.876

(.135)

3.68±.62

3.37±.56

3.37±.71

3.22±.68

5.023

(.002)

3.26±.95

3.10±.69

2.95±.58

2.99±.85

1.812

(.146)

2.63±.84

2.55±.90

2.72±.83

2.74±.86

0.460

(.711)

3.23±.56

3.07±.54

3.09±.54

3.03±.59

1.430

(.235)

Monthly 

Income 

(10,000won)

< 100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 <

2.66±.91

2.87±.70

2.79±.89

2.53±.58

2.94±.36

2.88±1.05

0.896

(.485)

3.51±.65

3.65±.64

3.43±.67

3.04±.58

3.41±.62

3.40±.70

3.123

(.010)

3.05±.86

3.41±.73

3.01±.74

2.87±.68

2.68±.98

3.22±.76

2.790

(.019)

2.63±.81

2.77±.92

2.53±.83

2.49±.74

2.55±.64

3.15±1.00

1.676

(.142)

3.12±.57

3.32±.50

3.08±.60

2.82±.46

3.03±.43

3.23±.60

3.011

(.012)

Education

≤ High School 

Colla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2.70±.85

2.80±.81

2.87±.76

2.22±.38

0.943

(.421)

3.49±.70

3.43±.70

3.42±.55

2.96±.31

0.689

(.560)

3.04±.85

2.95±.68

3.37±.77

2.83±.29

2.627

(.052)

2.58±.82

2.59±.99

2.91±.77

2.67±.33

1.717

(.165)

3.11±.57

3.08±.60

3.23±.49

2.76±.18

1.159

(.326)

Total 2.75±.82 3.45±.66 3.09±.80 2.66±.85 3.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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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sychological Happiness
Stress 

Fun Confidence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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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der
Male

Female

3.20±.61

3.03±.57

1.960

(.051)

3.43±.62 

3.25±.55

2.094

(.038)

3.32±.57

3.25±.55

2.205

(.029)

2.69±.54

2.69±.53

0.040

(.968)

Married 

status

Married

Single

3.07±.54

3.16±..65

-1.006

(.316)

3.26±.54

3.44±.63

-2.226

(.027)

3.17±.50

3.31±.59

-1.801

(.073)

2.65±.50

2.72±.57

-1.014

(.218)

Age

20-29

30-39

40-49

50-

3.22±.67

3.00±.55

3.03±.47

3.16±.63

1.615

(.187)

3.45±.64

3.34±.56

3.25±.52

3.27±.61

1.384

(.249)

3.34±.60

3.18±.53

3.15±.47

3.22±.57

1.462

(.226)

2.78±.60

2.67±.54

2.70±.44

2.51±.49

2.136

(.097)

Monthly 

Income 

(10,000won)

< 100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 <

3.08±.71

3.23±.55

3.03±.53

2.97±.39

3.16±.59

3.31±.65

1.243

(.291)

3.19±.61

3.54±.62

3.28±.51

3.18±.45

3.35±.40

3.72±.66

4.020

(.002)

3.19±.61

3.54±.62

3.28±.51

3.18±.45

3.35±.40

3.72±.66

4.020

(.002)

2.73±.56

2.64±.60

2.62±.43

2.79±.35

2.72±.55

2.67±.73

.475

(.795)

Education

≤ High School 

Colla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3.09±.67

2.94±.44

3.32±.51

3.21±.19

3.249

(.023)

3.31±.61

3.19±.52

3.54±.55

3.81±.78

3.522

(.016)

3.21±.59

3.08±.42

3.43±.50

3.53±.48

3.875

(.010)

2.77±.55

2.72±.52

2.49±.46

2.47±.25

3.297

(.022)

Total 3.11±.59 3.34±.59 3.23±.55 2.69±.53

The data were analysed by t-test or ANOVA. *p<.05, **p<.01

4. 스트레스와 구강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분석

구강건강증진행위의 하부요인과 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계수(r)을 산출한 결과는 <Table 

4>과 같다. 식이습관 r=-.166, 칫솔질 r=-.169, 구강위생용품 

r=-.166, 치과방문 r=-.132으로 모두 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Stress

1 2 3 4 5

1. Stress .1.000

2. Dietary Habits -.166** 1.000

3. Toothbrushing -.169** .349** 1.000

4. Oral Hygiene Devices -.166** .349** .536** 1.000

5. Regular Dental Visit -.132* .298** .274** .3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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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심리적 행복감과 구강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분석

구강건강증진행위의 하부요인과 심리적 행복감 간의 관련

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계수(r)을 산출한 결과는 

<Table 5>과 같다. 식이습관 r=.230, 칫솔질 r=.249, 구강위생용

품 r=.252으로 심리적 행복감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과방문과 심리적 행복감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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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between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Psychological Happiness

1 2 3 4 5

1. Psychological Happiness .1.000

2. Dietary Habits .230** 1.000

3. Toothbrushing .249** .349** 1.000

4. Oral Hygiene Devices .252** .349** .536** 1.000

5. Regular Dental Visit .078 .298** .274** .3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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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구강건강증진행위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구강건강증진행위 하부요인들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강건강증진행위 하부요인을 독립변수로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6>와 같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변수로는 

칫솔질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4%였다. 구강건강증진행위 하부요인 중 식이습관, 

구강위생용품, 정기적인 치과방문은 스트레스를 예측하는데 

유의한 설명력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Effect of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on Stress

Variables SE β t(p)

Toothbrushing .056 -.169 -2.415 (.017)

R2=.029, Adj R2=.024, F=5.830, p=0.017

7. 구강건강증진행위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구강건강증진행위 하부요인들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강건강증진행위 하부요인을 독립

변수로 심리적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와 같다. 심리적 행복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변수로는 구강위생용품, 식이습관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7.7%였

다. 구강건강증진행위 하부요인 중 칫솔질과 치과방문은 심리

적 행복감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설명력을 제공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Ⅳ. 고찰 및 결론

<Table 7> Effect of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on 

Psychological Happiness

Variables SE β t(p)

Oral Hygiene 

Devices
.050 .195 2.683 (.008)

Dietary Habits .049 .162 2.233 (.027)

R2=.086, Adj R2=.077, F=4.988, p=0.027

본 연구는 성인의 구강건강증진행위가 심리적 행복감과 스

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성인의 심리적 행복감과 스트레스의 관리 요소로 구강건강증

진행위를 제시하여, 환자의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관리 의식 

개선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결과, 스트레스의 학력별 조사에서 고졸이하가 

2.77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졸이 2.47로 가장 낮게 조사되어 

학력이 높을수록 인지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통상 저학력 근로자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생활

경제력이 낮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보다 많은 스트레스

를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심리적 행복감의 하부요인인 자신감은 남성이 여성보다 미

혼이 기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월 소득 500만원 이상과 대

학원졸업자 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민체력 

100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권[17]의 연구에서는 심리

적 행복감은 여성, 20대, 월 소득 400~500만원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 체육동호인을 대상으로 한 이와 김[8]의 연

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심리적 행복감 인지에는 차이가 없으

며 학력은 대졸이상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심리적 행

복감에 대해 성별은 연구결과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인지하는 심리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동일하였다. 

구강건강증진행위 중 칫솔질은 미혼 3.59로 기혼 3.34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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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68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상이 3.22로 가장 낮게 나타나 칫솔질 실천도는 연령

증가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구강보건 인

식증대에 따른 구강보건교육의 기회를 다수 접한 젊은 계층

일수록 칫솔질의 필요성 및 중요성 인식에 기반하여 실천도

가 증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행위의 실천이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

키고 나아가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이라는 

인식의 확대로 인해 스트레스와 건강행위 실천 간의 관련성 

연구가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16].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김[4]의 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가 많을수록 직무스트레

스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 정보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한 김[16]의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운동행위는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건강관리의 필수요건

인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구강건강증진행위가 스트레스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강건강증진행위

와 스트레스 간의 회귀분석 결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구강건강증진행위는 칫솔질로, 칫솔질 행위가 많을수록 연구

대상자가 인지하는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하기에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스트

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칫솔질 시기와 사용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칫솔질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구강보

건관리 전문 인력들 또한 칫솔질이 스트레스의 감소에 효과

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Dishman과 Gettman[20]은 운동이나 신체활동은 개인의 신

체능력을 높임으로써 신체에 대한 지각에 긍정적 변화를 일

으켜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지시키고 건전한 성격발달에 영향

을 끼치므로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을 느끼기 위한 심리적 행

복감을 향상시킨다고 하였으며,  장과 김[21]은 삶의 질을 높

이기 위해서는 건강관리행위 중 스포츠 활동 참가의 중요성

이 높다고 하였고, 이재주와 김[8]은 신체적 자신감이 심리적 

행복감 중 즐거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 구강건강증진행위 중 구강위생용품 사용, 식이습관 

순으로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22]의 연구에서도 치간칫솔과 같은 구강위생용품 사용을 하

는 것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즉, 

구강위생용품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구강건강이 증대되고 이

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행복감이 증대되는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당분이 많은 음식섭취 줄이기, 우식유발음식 구

별하기 등 치아의 건강을 위한 식이습관 조절도 심리적 행복

감의 증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구강건강증진행위와 정

신건강의 관령성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의 강화 및 의식개선을 

위한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구강건강증진행위의 하부요인 중 

칫솔질이 성인의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이습관, 구강위생용품, 정기적인 치과방문은 유

의한 설명력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하기에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칫솔질의 시기와 사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칫솔질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구강건강증진행위의 하부요인 중 구강위생용품과 식이

습관이 성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칫솔질과 정기적인 치과방문은 유의한 설명력

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심리적 행복감의 증대

를 위해서는 구강위생용품의 필요성과 활용법에 대해 전문 

인력과 상담하여 선택하고 정확한 사용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현대인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스트레스와 심

리적 행복감의 조절을 위해서 구강건강증진행위가 관련성이 

있음을 규명함으로써, 성인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구강건강증진행위을 제안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치과의료계에서는 국민의 스트레스의 감

소와 심리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구강건강증진행위

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및 이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성

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결론을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줄이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별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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