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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of oral health care, oral 

health awareness, and self-rated stress based on the data of the 2017 community health survey 

for South Gyeongsang Province, in an effort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 of 

programs geared toward promoting the oral health of local residents and relieving their stress. The 

questionnaire used in this study consisted of six items on general characteristics, five on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three on self-rated oral health, and one on self-rated stress. Crosstabs, t-test,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As for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stress 

levels were higher among respondents who were female, who were younger, who were unmarried, 

who were better educated, whose household income was larger, and who engaged in economic 

activity. Regarding oral health awaren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the levels of self-rated oral 

health in all three items were lower among the respondents who were older, who had been married 

yet didn't have spouses, who earned a lower level of income, who were less educated, and who 

engaged in economic activity. As to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by general characteristics, the 

experience rates of dental checkups, scaling, dental floss and interdental brush were higher among 

the respondents who were female, who were in their 30s and 40s, who had been married and 

had spouses, who were better educated, whose income levels were higher and who engaged in 

economic activity. Unmet dental needs were higher among the respondents who were female, who 

were in their 30s, who had been married yet didn't have spouses, who were less educated, whose 

income levels were lower and who didn't engage in economic activity. In regard to stress levels 

according to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stress levels were higher among the respondents who 

received dental checkups, who had unmet dental needs, and who made use of dental floss and 

interdental brushes. Stress levels were lower among the respondents who had no unmet dental 

needs, and who used dental floss and interdental brushes. Self-rated stress was lower when 

self-rated health status was better, when chewing discomfort was less, and when the perceived 

gingival health state was better. Accordingly,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were linked to oral 

health awareness, and stress levels are expected to become lower when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s are prepared to change oral health awareness.

Key words : Chewing difficulty, Community health survey, Oral examination, Self rated oral health,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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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경제성장과 의학기술의 발달은 사람들의 평균수명을 연장

시키고, 사회생활 전발에 걸쳐 편리성을 제공하였다[1]. 그러

나 인구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

하기 위한 노력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노력도 함께 이

루어지고 있다[2][3]. 과거 질병에 대한 인식은 질병의 치료에 

목적을 두었다면 현재는 질병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에 중

점을 두고 있다[4]. 또한 과거 건강에 대한 지표들을 객관화

하여 처리한 반면 현재는 객관적인 지표  만큼이나 주관적으

로 인식하는 수준을 지표로 함께 잡고 있다[5][6]. 2017년 

OECD의 자료에 의하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본인의 건강상태

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OECD평균 

68.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2.5%에 불과하였다[7]. 

건강에 대한 인식수준은 개인의 건강관리 행태로 이어지고 

있다[8]. 부정적인 인식수준을 가진 사람은 건강관리에 소홀

하며, 이로 인하여 만성질환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9]. 이러한 만성질환으로의 진행은 개인에게는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문제

를 야기 시키게 된다[10].

특히 구강은 음식물섭취와 발음, 심미적 기능 등으로 전반

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관련성이 높으며, 기능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생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구강건

강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치아우식증으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되고, 20세 이후 장년기를 거쳐 노년기에 이르기까지는 

치주질환으로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등 생애전반에 거쳐 관

리가 필요하다[11][12][13]. 그러나 구강건강관련해서 최근 발

표된 자료에 의하면 다빈도 외래진료비가 치은염 및 치주질

환이 전년대비 12.7%증가하여 2위를 차지하였고, 치아우식증

은 전년대비 6.9%증가하여 6위를 차지하였다[14]. 이러한 양

대구강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개인과 국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구강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정기적인 검진임에도 구강 검진률은 여전히 

일반 검진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15]. 또한 칫솔

질 횟수, 구강건강관리용품사용, 스케일링 경험 등에 대한 연

구결과 실천률은 여전히 낮으나 이로 인한 인식개선 및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6][17][18]. 또한 구강건강과 

관련해서 스트레스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효율적인 구강건강관리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강건강인식과 구강건강증진행위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여 구강건강이식수준과 구강건

강증진행위 실천률를 높였을 때 스트레스 수준완화에 대하여 

검증하고, 추후 다양한 구강보건교육에서 동기유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

조사 자료 중 2017년 경남지역 20개 시,군의 지역사회건강조

사자료를 활용하여 미 응답과 불성실하게 응답되어진 부분을 

지외하고 최종 14,736명을 분석하였다.

2. 연구 도구

일반적 특성은 총 6문항(성별, 연령, 혼인상태, 최종학력, 

월평균소득수준, 경제활동 유무)으로 구성하였으며, 구강건강

관리행태 5문항(정기검진, 스케일링 유무, 칫솔질 유무, 치과

진료 미 치료경험유무, 치실 및 치간칫솔 사용유무), 주관적 

건강인식수준은 3문항(주관적 구강건강수준, 저작 불편감, 잇

몸건강수준)으로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은 역 코딩하여 매우 

좋다 5점, 좋다 4점, 보통 3점, 나쁘다 2점, 매우 나쁘다 1점

으로 하였고, 저작불편감은 매우 불편 1점, 불편 2점, 보통 3

점, 별로 불편하지 않음 4점, 전혀 불편하지 않음 5점으로 하

였으며, 잇몸건강수준은 이가 흔들린다 1점, 잇몸이 자주 붓

는다 2점, 치석이 많다 3점, 잇몸에서 피가 난다 4점, 정상 5

점 스트레스 수준은 4점 척도로 역 치환하여 매우 많이 느낀

다 4점, 많이 느낀다 3점, 조금 느낀다 2점, 거의 느끼지 않는

다 1점으로 인식수준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스트레

스는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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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IBM SPSS(ver 25.0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활용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수준, 

건강인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분산분석(ANOVA) 

후 사후검증은 Duncan을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

강증진행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건강증진행위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주관적 인식수준과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알아보

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남성 12%, 여성 88%이였으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28.5%, 

2학년 31.5%, 3학년 36.5%, 4학년 3.5%이였다. 전공계열은 

비보건계열 50%, 보건계열 50%로 조사되었다<Table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남성 12%, 여성 88%이였으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28.5%, 

2학년 31.5%, 3학년 36.5%, 4학년 3.5%이였다. 전공계열은 

비보건계열 50%, 보건계열 50%로 조사되었다<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인식수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식수준은 Table 2와 같

다. 성별에서는 남자 2.85점, 여자 2.89점으로 여자에서 높았

고(p=0.005), 연령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인식

수준이 낮았다(p<0.001). 혼인상태에서는 미혼 3.15점으로 가

장 높았고, 기혼 배우자 없음이 2.61점으로 낮았으며

(p<0.001), 최종학력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

인식수준이 높았다(p<0.001). 가구소득에서는 가구소득이 높

을수록 인식수준이 높았고(p<0.001), 경제활동유무에서는 예 

2.90점, 아니오 2.80점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저작불편은 연령에서는 연령이 높을수

록 불편감을 호소하였고(p<0.001), 혼인상태에서는 미혼 4.32

점, 기혼 배우자 없음 3.32점으로 기혼배우자가 없는 경우 저

작 불편을 더 호소하였다(p<0.001). 최종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저작불편감이 적었고(p<0.001), 경제활동 유무에서

는 예 3.92점, 아니오 3.69점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저작

불편감이 적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잇몸건강수준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인식수준이 높았고(p<0.001), 혼인상태에서는 미혼 4.49점, 기

혼 배우자 없음 4.04점으로 미혼에서 인식수준이 높았다

(p<0.001). 최종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잇몸건강인식수

준이 높았고(p<0.001), 경제활동 유무에서는 예 4.31점, 아니

오 4.22점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인식수준이 높았다

(p<0.001).

<Table 1> The stress levels of the subjects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F p

Gender Male 6817(46.3) 1.94±0.71 -5.103 <0.001

Female 7919(53.7) 2.01±0.70

Age(yr) 19~29 1475(10.0) 2.11±0.68d 131.782 <0.001

30~39 1958(13.3) 2.18±0.67a

40~49 2892(19.6) 2.09±0.66d

50~59 3478(23.6) 1.97±0.67c

60~69 2867(19.4) 1.84±0.70b

≥70 2066(14.0) 1.74±0.76a

Marital 

status
Unmarried 2147(14.6) 2.09±0.68c 52.283 <0.001

 Married(spouse) 10452(70.9) 1.98±0.70b

 Married(no 

spouse)
2137(14.5) 1.87±0.74a

Education ≤Elementary 2844(19.3) 1.85±0.76c 81.230 <0.001

Middl 1845(12.5) 1.87±0.68a

High 4929(33.4) 1.99±0.69b

≥College 5118(34.7) 2.08±0.68c

Income <200 5190(35.2) 1.89±0.75a 35.587 <0.001

200-299 2653(18.0) 2.00±0.70b

300-399 2536(17.2) 2.01±0.66b

400-499 1827(12.4) 2.05±0.65c

≥500 2530(17.2) 2.05±0.68c

Economic

activity
Yes 10062(68.3) 2.01±0.69 8.612 <0.001

No 4674(31.7) 1.9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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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ral health awareness levels by general characteristics
Mean±S.D

Variables Categories
Self rated

oral health

Chewing 

difficulty

Perceived 

periodontal 

status

Gender Male 2.85±0.93 3.85±1.25 4.28±1.25

Female 2.89±0.88 3.85±1.24 4.29±1.24

t/p -2.828(0.005) -0.039(0.969) -0.270(0.787)

Age(yr) 19~29 3.32±0.87f 4.48±0.90f 4.60±0.86e

30~39 3.06±0.79e 4.30±0.93e 4.40±1.02d

40~49 2.96±0.82d 4.08±1.09d 4.31±1.18c

50~59 2.82±0.88c 3.82±1.22c 4.26±1.28bc

60~69 2.73±0.91b 3.56±1.28b 4.23±1.33b

≥70 2.52±0.98a 3.07±1.37a 4.02±1.48a

F/p 184.442(<0.001) 387.607(<0.001) 42.443(<0.001)

Marital status Unmarried 3.15±0.90c 4.32±1.02c 4.49±1.23c

 Married

 (spouse)
2.86±0.88b 3.86±1.21b 4.29±1.23b

 Married

(no spouse)
2.61±0.95a 3.32±1.37a 4.04±1.44a

F/p 197.910(<0.001) 366.558(<0.001) 71.145(<0.001)

Education ≤Elementary 2.50±0.94a 3.10±1.37a 3.99±1.49a

Middl 2.73±0.89b 3.62±1.26b 4.26±1.28b

High 2.89±0.86c 3.94±1.17c 4.30±1.22b

≥College 3.10±0.85d 4.25±1.00d 4.45±1.05c

F/p 298.122(<0.001) 616.415(<0.001) 86.598(<0.001)

Income <200 2.65±0.94 3.41±1.35 4.13±1.38

200-299 2.89±0.87 3.92±1.35 4.29±1.22

300-399 2.98±0.85 4.07±1.09 4.35±1.14

400-499 3.01±0.85 4.15±1.08 4.34±1.18

≥500 3.07±0.85 4.22±1.04 4.48±1.03

F/p 132.044(<0.001) 284.145(<0.001) 39.984(<0.001)

Economic

activity
Yes 2.90±0.88 3.92±1.19 4.31±1.21

No 2.80±0.85 3.69±1.33 4.22±1.30

t/p 6.210(<0.001) 10.500(<0.001) 4.236(<0.001)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는 <Table 3>과 같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검진경험률은 남자 31.8%, 여자 

30.2%로 남자가 많았고(p=0.036), 연령에서는 40대 39.3%로 

가장 많았고 30대 37.8%, 50대 32.6%순 이었다(p<0.001). 혼

인상태에서는 기혼 배우 있음 33.1%로 가장 많았고, 기혼 배

우자 없음 20.6%로 적었으며, 최종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

록 검진률이 높았다(p<0.001). 경제활동유무에서는 예 33.8%, 

아니오 24.6%로 활동을 하는 경우 높았다(p<0.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케일링 경험률은 연령에서는 40대 

42.9%로 가장 높았고 30대 41.9% 50대 40.9%순 이었으며

(p<0.001), 혼인상태에서는 기혼 배우자있음 40.0%로 가장많

았고, 기혼 배우자 없음27.5%로 적었다(p<0.001). 최종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험률이 높았다(p<0.001). 경제활동유

무에서는 예 39.4%, 아니오 34.0%로 활동을 하는 경우 높았

다(p<0.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필요치과 미 수진 경험률은 남자 

20.8%, 여자 24.8%로 여자가 높았고(p<0.001), 연령에서는 30

대 26.5%로 가장 많았고 40대 25.0%, 50대 23.3%순 이었다

(p<0.001). 혼인상태에서는 기혼 배우자 없음 26.3%로 가장 

많았고, 미혼 21.5%로 적었으며(p<0.001), 최종학력은 초등졸

업 25.4%로 가장 많았고 고등졸업 22.8%, 대학졸업이상 

22.3%순이었다(p=0.004).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았고

(p=0.002), 경제활동유무에서는 예 23.4%, 아니오 21.9%로 활

동을 하는 경우 높았다(p=0.03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칫솔질 3회 이상 실천률은 남자 

49.7%, 여자 61.7%로 여자가 높았고(p<0.001), 연령에서는 40

대 62.2%로 가장 높았고 50대 59.7%, 30대 59.2%순 이었다

(p<0.001). 혼인상태에서는 기혼 배우자 있음 58.3%로 가장 

많았고, 기혼 배우자 없음 50.7%로 적었으며(p<0.001), 최종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칫솔질 3회 이상 실천률이 높았

다(p<0.001). 경제활동유무에서는 예 56.9%, 아니오 54.6%로 

활동을 하는 경우 높았다(p=0.0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실, 치간칫솔 사용률은 남자 25.5%, 

여자 37.6%로 여자가 높았고(p<0.001), 연령에서는 30대 

44.5%로 가장 높았고 40대 40.1%, 50대 34.8%순 이었다

(p<0.001). 혼인상태에서는 기혼 배우자 없음 35.4%로 가장 

많았고, 기혼 배우자 없음 20.1%로 적었으며(p<0.001), 최종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치실, 치간칫솔 사용률이 높았

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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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

Variables Categories oral examinati-on 
Scaling

experience
Unmet dental needs

Brushing number

≥3

Dental floss, 

interdental brush

Gender Male
2165

(31.8)

2543

(37.3)

1415

(20.8)

3386

(49.7)

1737

(25.5)

Female
2388

(30.2)

3012

(38.0)

1967

(24.8)

4889

(61.7)

2976

(37.6)

t/p
4.412

(0.036)

0.834

(0.366)

34.521

(<0.001)

216.681

(<0.001)

246.561

(<0.001)

Age(yr) 19~29
472

(32.0)

550

(37.3)

287

(19.5)

751

(50.9)

402

(27.3)

30~39
741

(37.8)

821

(41.9)

518

(26.5)

1159

(59.2)

872

(44.5)

40~49
1137

(39.3)

1241

(42.9)

724

(25.0)

1799

(62.2)

1160

(40.1)

50~59
1133

(32.6)

1423

(40.9)

811

(23.3)

2077

(59.7)

1209

(34.8)

60~69
762

(26.6)

1107

(38.6)

604

(21.1)

1563

(54.5)

812

(28.3)

≥70
308

(14.9)

413

(20.0)

438

(21.2)

926

(44.8)

258

(12.5)

F/p
418.114

(<0.001)

340.676

(<0.001)

40.477

(<0.001)

195.650

(<0.001)

635.747

(<0.001)

Marital status Unmarried
655

(30.5)

782

(36.4)

462

(21.5)

1099

(51.2)
587(27.3)

 Married

 (spouse)

3457

(33.1)

4185

(40.0)

2359

(22.6)

6093

(58.3)

3697

(35.4)

 Married

(no spouse)

441

(20.6)

588

(27.5)

561

(26.3)

1083

(50.7)

429

(20.1)

F/p
128.749

(<0.001)

120.246

(<0.001)

16.517

(<0.001)

66.990

(<0.001)

215.731

(<0.001)

Education ≤Elementary
427

(15.0)

614

(21.6)

723

(25.4)

1298

(45.6)

387

(13.6)

Middl
428

(23.2)

638

(34.6)

395

(21.4)

965

(52.3)

467

(25.3)

High
1631

(33.1)

1993

(40.4)

1122

(22.8)

2834

(57.5)

1721

(34.9)

≥College
2067

(40.4)

2310

(45.1)

1142

(22.3)

3178

(62.1)

2138

(41.8)

F/p
614.231

(<0.001)

458.091

(<0.001)

13.575

(0.004)

215.767

(<0.001)

724.215

(<0.001)

Income <200
984

(19.0)

1433

(27.6)

1243

(23.9)

2647

(51.0)

1109

(21.4)

200-299
822

(31.0)

1002

(37.8)

647

(24.4)

1437

(54.2)

858

(32.3)

300-399
859

(33.9)

1070

(42.2)

578

(22.8)

1443

(56.9)

953

(37.6)

400-499
743

(40.7)

776

(42.5)

402

(22.0)

1129

(61.8)

701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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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강건강증진행위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구강건강증진행위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은 <Table 4>와 

같다. 구강검진 유무에서는 예 2.00점, 아니오 1.97점으로 검

진을 하는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고(p=0.012), 필요치과

진료 미 치료경험에서 예 2.12점, 아니오 1.94점으로 경험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수준이 높았다(p<0.001). 치실, 치간칫솔 

사용에서는 예 2.01점, 아니오 1.96점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

우 스트레스수준이 높았다(p<0.001).

<Table 4> Stress levels according to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Variables Categories Mean±S.D t p

Regular Oral Check-Ups Yes 2.00±0.69 2.513 0.012

No 1.97±0.71

Brushing number 3< 1.97±0.71 -0.825 0.410

≥3 1.98±0.70

Scaling experience Yes 1.99±0.69 1.616 0.106

No 1.97±0.71

Unmet dental needs Yes 2.12±0.74 12.712 <0.001

No 1.94±0.69

Dental floss, interdental brush Yes 2.01±0.68 3.865 <0.001

No 1.96±0.72

5.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수준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수준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수준과 저작불편호소, 잇몸건

강인식수준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주관적 스트레스수준

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수준이 

높으면 저작불편 호소가 없고, 잇몸이 건강하게 인식되며 주

관적 스트레스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Variables

Self rated

oral 

health

Chewing 

difficulty

Perceived 

periodontal 

status  

Self 

rated 

stress

Self rated

oral health 
1

Chewing difficulty .594*** 1

Perceived periodontal 

status 
.397*** .405*** 1

Self rated stress -.056*** -.046*** -.089*** 1

<Table 5> The correlation of self-rated oral health levels to stress

***p<.001

Ⅳ. 고찰

건강관련 인식수준은 개인에게 있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부나 지자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강관련 인

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3]. 또한 구강관련 증진행위들의 실천률이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가계나 국가에 부담을 주고 있

는 것 또한 사실이다[17][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인

식수준과 구강건강증진행위와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통하

여 관련성을 알아보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은 여자, 30대, 미혼, 최

종학력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이는 홍[20]의 연구에서 여자, 연령

Variables Categories oral examinati-on 
Scaling

experience
Unmet dental needs

Brushing number

≥3

Dental floss, 

interdental brush

Income ≥500
1145

(45.3)

1274

(50.4)

512

(20.2)

1619

(64.0)

1092

(43.2)

F/p
682.964

(<0.001)

437.003

(<0.001)

17.526

(0.002)

147.534

(<0.001)

485.078

(<0.001)

Economic

activity
Yes

3402

(33.8)

3966

(39.4)

2359

(23.4)

5723

(56.9)

3256

(32.4)

No
1151

(24.6)

1589

(34.0)

1023

(21.9)

2552

(54.6)

1457

(31.2)

t/p
126.101

(<0.001)

39.905

(<0.001)

4.379

(0.037)

6.723

(0.010)

2.06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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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5세 이하, 미혼인 경우, 대학졸업이상에서 스트레스 수준

이 높아 본 연구와 일부 일치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수준은 남자, 연

령이 낮고, 미혼, 최종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을 하는 경우 높았다. 이는 정 등[21]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 수준의 차이에서 남자, 연령이 낮을수

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은 전문가나 관리

자, 미혼, 민간보험가입자에서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수준이 높

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저

작불편은 남녀 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이 증가하고, 미혼, 

최종학력과 소득수준이 낮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불

편을 더 호소하였다. 이는 윤 등[22]의 연구에서 여자, 연령이 

높고, 군 지역거주자,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고 경제활동을 하

지 않는 경우에 저작불편감이 높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저작불편감이 단순히 구강건강 뿐만 아니라 전

반적인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저작불편을 해소하

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잇몸건강

수준은 연령이 낮고, 미혼, 최종학력과 소득수준이 높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인식수준이 높았다. 이는 윤[23]의 연구에

서 지역 간, 성별, 연령, 음주경험, 건강검진경험, 고혈압과 당

뇨병 진단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흡연에서만 차이를 보

여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잇몸건강인식수준에 대한 조

사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

한 주관적 구강건강관련 인식수준에서 학력과 소득 등의 격

차에서 차이를 보인만큼 사회계층간의 격차를 줄여 구강건강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검진 경험률은 남자, 40대, 기혼 

배우자 있음, 최종학력과 소득수준이 높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높았다. 이는 여 등[24]의 연구에서 여자, 동거인 없음,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고 시 지역거주자에

서 경험률이 높아 일부 차이점을 보였다. 이는 2009년 지역

의료이용통계와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다소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

사자료 분석에 의하면 구강검진 경험률이 처음 조사시작한 

시기인 2008년 15.9%에서 2014년 35.3%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8]. 그러나 여전히 일반진료에 비해 검험

률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활동과 주민들에게 편의

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

케일링 경험률은 성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40대가 

가장 높았고, 기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종학력과 소득수준

이 높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지역사회 스케일링 경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관한 연구에서 지역,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등이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25]. 

또한 박[26]의 연구에서는 성별에서는 차이가 없고,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고, 직업이 있는 경우에 경험

률이 높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스케일링 

경험률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지역주민

들 간의 경험률의 격차를 줄여야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

른 필요치과 미 치료 경험률은 여자, 30대, 기혼 배우자 없음, 

소득과 최종학력이 낮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높았다. 이는 

여자, 80대 이상, 동거가족이 없고,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경험률이 높은 것과 일부 일치하였다[24]. 이는 직장을 

다니고 소득수준이나 학력이 높은 경우 검진에 대한 인식수

준이 높고 실제적으로 1-2년 단위로 검진을 진행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치과 의료기관에 접근성 또한 높을 것으로 사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강화가 필요

하며, 지속적인 홍보활동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루 칫솔질 3회 이상 실천률과 치실 

치간칫솔 사용 경험률은 여자, 30~40대, 기혼 배우자 있음, 

최종학력과 소득수준이 높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실천률이 

높았다. 이는 박 등[27]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것과 일부 일치하였다. 또한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실천률이 높아 연령에 상관

없이 대상자에게 맞는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 구강검진 

경험이 있고 필요치과진료 미 수진경험이 있으며, 치실과 치

간칫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등[28]의 연구에서 연간 구강진료경

험과 스트레스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검진을 받는 경우에 스트

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치과에 내원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이거나 전반적으로 본인 구강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자각하는 구강건강인식수준을 향상하고 체계적인 검진시

스템의 도입이 요구된다.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수준이 높으면 

저작불편 호소가 없고, 잇몸이 건강하게 인식되며 주관적 스

트레스수준이 낮아졌다. 이는 황 등[29]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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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저작불편감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와 유사

하였으며, 윤의[23] 연구에서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수준이 높

고 치주건강수준이 높고 저작불편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건강

인식과 구강건강관리행태에 따른 스트레스수준을 단편적인 

제시에 그치고 있다. 이에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보

다 심도 깊은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구강건강인

식개선과 관리행태 변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구강

건강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하며, 내용에 있어서도 생애

주기별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구성

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017년 조사되어진 경남지역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구강건강인식수준과 구강건강증진행위에 따

른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여자, 30대, 미혼, 가구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으며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2. 주관적 건강관련 인식수준에서 여자, 젊은 연령에서, 최

종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인식수준이 높았다.

3. 구강건강증진행위에서 검진률과 스케일링경험률은 남

자, 40대, 기혼배우자 있음, 최종학력과 소득수준이 높

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높았고, 필요치과 미 수진 경

험률은 여자, 30대, 기혼 배우자없음, 소득수준과 최종

학력이 낮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높았다.

4. 구강검진과 치실, 치간칫솔을 사용하고, 필요치과 진료 

미 수진경험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5.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수준이 높고, 저작불편감이 적고, 

잇몸건강인식수준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가 낮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구강건강인식수준의 개선을 통해 구강

건강증진행위 실천률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낮출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보건교육과 

함께 다양한 연령대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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