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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correlation between management of stress and 

the oral health of Korean adolescents undergoing the transitional period of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The data of 583 adolescents aged from 12 to 18 years old was used from The Six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which was conducted in 2015. This complex 

sample survey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statistics (version 20.0, SPSS INC. Chicago, 

IL, USA). The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also performed to observe the 

correlation between stress and oral health in Korean adolescents. We found that the lower the level 

of education, the higher the rate of stress. The rate of stressed out adolescents was higher when 

they experienced depression for 2 consecutive weeks. Those adolescents with drinking experience 

were more stressed out than those without drinking experience. A history of permanent tooth caries 

also increased stress level, and the study showed that adolescents with more than one caries expe-

rience were most stressed out. with regard to tooth pain during the last  year, adolescents with tooth 

pain were more stressed out. Adolescents with a damaged tooth showed high stress levels. The oral 

hygiene of adolescents with high stress levels were poorer than adolescents with low stress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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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스트레스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지만, 일반적으

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초과하여 자신의 안녕을 위협

한다고 평가하는 상황을 말한다[1].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

레스가 유발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현대사회의 

특징은 스트레스를 점차 가중화시키고 있다. 적정 수준의 스

트레스는 개인성장이나 생산성 증가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

지만, 경우에 따라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정신건강과 신체건

강을 악화시키고[2],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3]. 이렇듯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유

익한 측면과 파괴적인 측면을 동시에 나타내지만,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주로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청소년의 경우 교우관계

나 학업성취 문제[4], 대학생은 진로결정이나 장래에 대한 불

안 등이 주를 이룬다[5]. 중년층의 경우 가족 역할의 변화[6], 

직장 내 업무[7], 건강상의 문제[8] 등이 보고되었다. 스트레

스는 흡연이나 과음 및 약물중독 등을 유발하기도 하고[9], 

심리적으로 예민해져서 걱정과 불안 및 우울 등의 현상을 야

기하며, 극도의 경우에는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10]. 또한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누적될 경우 고혈압[11]이나 관상동

맥질환[12] 등을 유발시켜 건강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외에도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데 부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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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가족의 위기까지 진전될 수 있다[13]. 따라서 건강한 

심신관리와 행복한 삶을 위하여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자신의 건강에 대

한 관심이나 욕구가 더욱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정신적 질병의 유병률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국

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중재가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정신적 변화가 시작될 뿐 아니

라 스트레스 반응에 취약하여 다양한 건강문제가 발생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제는 가정과 사회

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는 미래에 대

한 불안 및 진로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이며, 여

러 가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동시에 인격완성

과 더불어 자아의 정체성 혼란,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가장 혼동과 좌절 그리고 도전과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

다[14]. 이러한 건강문제에 있어서 특히 구강질환은 비가역적

인 임상경과와 누적효과로 인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

는 2차 예방보다는 1차 예방이 훨씬 비용·효과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15].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중 17-27%는 치아 우식 증을, 18-26%는 치

주질환을 앓고 있다. 2007-2008년 보건 복지 가족 부, 질병관

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루어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

인조사 통계에 따르면  68.9%가 치아파절, 통증, 구취 등의 

구강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은 34.5%로 나타나 청소년 구강건강의 수준 및 행태 모두 문

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6].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고 구강질환을 예

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과방문, 적절한 불소의 이용과 

치아 홈 메우기(sealant), 당분이 함유된 음식 섭취 자제, 음식 

섭취 후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하기, 그리고 정기적인 구강

보건 교육을 통해 올바른 구강보건지식을 습득하여 실천할 

수 있는 태도와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17].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지각과 구강

건강상태와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구강건강증

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구강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선별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제6기 3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The 

Six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Ⅵ-3) 원시자료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제

6기 3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생명윤리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가가 직접 공공

복리를 위해 수행하는 연구에 해당하여 연구윤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수행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 추

출 틀은 표본설계 시점에서 가용한 가장 최근 시점의 인구주

택 총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목표 모집단인 대

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세 이상 국민에 대하여 대표성이 있

는 표본을 추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6기(2013-2015) 표

본추출방법은 시·도, 동·읍면, 주택유형(일반주택, 아파트)을 

기준으로 추출 틀을 층화하고 주거면적 비율, 가구주 학력 비

율 등을 내재적 층화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조사구는 연간 

192개 3년간 576개를 추출하였다. 표본 조사구 내에서 양로

원, 군대, 교도소 등의 시설 및 외국인을 제외한 적절가구 중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20개 표본가구를 선정하였다. 표본가

구 내에는 적정가구원 요건을 만족하는 만 1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데이

터는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만 12세에서 만 18

세까지 청소년 583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건강 설문 조사 

및 검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및 방법

건강 설문 조사 자료 중 건강면접조사에서 가구원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 변수로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사용하였

다. 성별은 ‘남’과 ‘여’로, 소득수준은 소득 4분위수인 ‘하’, 

‘중하’, ‘중상’, ‘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초졸 이

하’, ‘중졸’, ‘고졸’로 구별하였다. 건강상태는 건강 설문 조사 

자료 중 건강 행태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평소 스트레스 

인지는 ‘받는다’, ‘받지 않는다’ 로 재분류하였고, 12세 이상 

평생음주 경험은 ‘있다’, ‘없다’로 재분류하였다. 2주 이상 우

울 감 여부는 ‘있다’, ‘없다’로 구별하였다. 구강건강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건강 설문 조사 자료 중 구강 면접 조사 자

료를 이용하였다. 영구치 우식 유병자 여부는 영구치 우식 증

(충치)을 현재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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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우식영구치 수 0, 우식 영구치 수 1개 이상으로 구별

하였다. 영구치 우식경험여부는 우식 증(충치)있거나, 충치치

료를 받았거나 충치로 인해 치아를 상실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의 수로 우식경험 영구치수 0, 우식경험 영구치수 1개 이상으

로 구별하였다. 최근 1년간 치통경험 유무, 교정치료 경험여

부, 치아손상경험여부에 대한 변수는 모두 ‘예’, ‘아니오’로 

구별하였다. 구강위생용품 사용여부는 ‘예’, ‘아니오’ 재분류 

하였고, 본인인지구강건강상태는 ‘좋음’, ‘보통’, ‘나쁨’으로 

재분류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순환표본설계방법(rolling 

survey sampling)을 유지하여, 데이터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집락추출변수, 분산추정 층을 활용한 각 개인별 가중치를 적

용하여 복합표본분석방법(complex sampling analysis)을 활용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데이터 분석은 SPSS statistics (version 

22.0, SPSS Inc. Chicago, IL, USA)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시행하였고, 스트레스에 따른 인구사회학

적 특성, 건강상태, 구강건강상태의 차이는 단순한 관련성 파

악을 위해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스트레스에 

대한 인구사회학적특성, 건강상태, 구강건강상태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

을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 남자가 54.4%로 여자의 45.6%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사회경제학적 특성으로 가구소득은 ‘중상’의 경우

가 35.8%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상’ 28.0%. ‘중하’ 23.4%. 

‘하’ 12.8% 순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가 55.4%로 절반을 넘어섰다. 스트레스의 경우 ‘없

다’가 73.7%. 2주 연속 우울 감 ‘없다’가 93.2%로 조사되었다. 음

주경험에 대해서도 '없다'가 71.5%로 음주 자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다. 구강관련 특성으로 영구치 우식 유병여부는 ‘없다’가 

82.2%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영구치우식경험여부는  ‘없다’ 

40.3%, ‘있다’ 48.2%로 나타났다. 교정치료 경험유무 ‘아니오’ 

85.6%, 치아 손상여부 ‘아니오’ 90%, 구강위생용품 사용여부 ‘아

니오’ 69.9%로 조사되었다. 본인인지구강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좋

음' 20.2%, '보통' 59.9%, '나쁨' 29.0%로 확인되었다<Table 1>.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ded N(%)

Gender
Male 317(54.4)

Female 266(45.6)

House income

Low 74(12.8)

Low-mid 135(23.4)

Mid-high 207(35.8)

High 162(28.0)

Education level

Elementary 293(55.4)

Middle school 209(39.5)

High school 27(5.1)

Stress
No 390(73.7)

Yes 139(26.3)

Experience of depression for 2 

consecutive weeks

Yes 36(6.8)

No 293(93.2)

Drinking 

experience over 12 years age

No 378(71.5)

Yes 151(28.5)

Adolescent with caries lesion
No 387(82.2)

Yes 84(17.8)

Experience of permanent tooth caries
0 190(40.3)

More than 1 281(48.2)

Experience of tooth pain last 1 year 
No 350(74.3)

Yes 121(25.7)

Experience of orthodontic treatment
No 403(85.6)

Yes 68(14.4)

Damage on teeth
No 476(90.0)

Yes 53(10.0)

Accessary dental goods
Not use 370(69.9)

Use 159(30.1)

Subjective oral hygiene

Good 95(20.2)

Normal 282(59.9)

Bad 94(29.0)

2. 스트레스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의 관련성은 '남성'의 경우 20.4%, '

여성'의 경우가 33.3%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p<0.05). 가구소득에 따른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소득사분위수 ‘하’에서 스트레스 받을 경우 38.1%, 

‘중하’에서 스트레스 받을 경우 24.2%, ‘중상’에서 스트레스 

받을 경우 21.2%, ‘상’에서 스트레스 받을 경우 29.1%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2주 이상 연속 우울감과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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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와의 관련성은 '우울감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스트레스 

69.4%, '우울감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2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1). 음주경험에 따른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음주경험 없다.'고 응답한 경우, 23.0%, '음주경험 

있다.'고 응답한 경우 34.%로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

우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1). 그러나 교육수준에 따른 스트레스의 관련성은 통계

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p<0.05)<Table 2>. 

<Table 2> Cross analysis of stress and sociology-demographic 

features

Characteristics Divided
Stress

P-value
No Yes

Gender
Male 230(79.6) 59(20.4)

Female 160(66.7) 80(33.3) 0.001*

House income

Low 39(61.9) 24(38.1)

Low-mid 94(75.8) 30(24.2)  

Mid-high 149(78.8) 40(21.2)

High 105(70.9) 43(29.1) 0.046*

Education level

Elementary 226(77.1) 67(22.9)

Middle school 147(70.3) 62(29.7)

High school 17(63.0) 10(37.0) 0.100

Experience of 

depression for 2 

consecutive weeks

Yes 11(30.6) 25(69.4)

No 379(76.9) 114(23.1) 0.000*

Drinking 

experience over 12 

years age.

No 291(77.0) 87(23.0)

Yes 99(65.6) 52(34.4) 0.007*

* : p<0.05

3. 스트레스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영구치 우식 유병 자에 대한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없다

'24.3% , '있다' 3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5). 영구치 우식경험여부에 대한 스트레스관련성은 '우

식경험이 없다' 21.1%, '우식경험이 있다' 30.3%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p<0.05). 치아손상경험여부와 스트

레스와의 관련성은 '치아손상경험  없다' 62.3 %, '치아 손상

경험 있다' 37.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본인인

지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좋음' 23.2%, 

'보통' 23.6%, '나쁨' 39.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1). 그러나 최근 1년간 치통경험 유무, 교정경험 유무, 

구강보조용품사용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Table 3> Cross analysis of stress and oral health

Characteristics Divided
Stress

P-value
No Yes

Adolescent with caries 

lesion

No 293(75.7) 94(24.3)

Yes 50(62.5) 30(37.5) 0.015*

Experience of permanent 

tooth caries

0 150(78.9) 40(21.1)

More 

than 1
193(69.7) 84(30.3) 0.026*

Experience of

tooth pain

last 1 year

No 263(75.6) 85(24.4)

Yes 80(67.2) 39(32.8) 0.075

Experience of 

orthodontic treatment

No 294(73.5) 106(26.5)

Yes 49(73.1) 18(26.9) 0.950

Damage on 

teeth

No 357(75.0) 119(25.0)

Yes 33(62.3) 20(37.7) 0.046*

Accessary 

dental goods

Not use 275(74.3) 95(25.7)

Use 115(72.3) 44(27.7) 0.632

Subjective oral hygiene

Good 73(76.8) 22(23.2)

Normal 214(76.4) 66(23.6)

Bad 56(60.9) 36(39.1) 0.010*

* : p<0.05

4. 스트레스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구강건강상태 위

험요인

청소년의 성별에서 '여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에서의 

비율이 0.257배로 적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스트레

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0.05). 소득사분위에서는 '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에서 스트레스의 비율이 0.615배, '중하' 

0.319배, '중상' 0.268배 낮게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스

트레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0.05). 교육수준에서는 '고졸'

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졸 이하'에서 스트레스의 비율이 

0.296배, '중졸'에서 0.422배 낮게 나타나 교육수준이 낮을수

록 스트레스 비율이 높게 나왔다(p<0.05). 2주 연속 우울감에

서는 '우울감이 없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울하다'에서 스트

레스 비율이 2.273배 높게 나타나 우울할수록 스트레스를 받

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0.05).  만 12세 이상 음주경험에 

대해서는 '음주경험 있다'를 기준으로 '음주경험 없다'가 0.299

배 낮게 나타나 음주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스트레스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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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p<0.05). 영구치 우식유병자 여부에 대해서는 '

있다'를 기준으로 '없다'에서 스트레스의 비율이 0.321낮게 나

타나 영구치 우식 유병 자가 있는 청소년이 스트레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0.05).  영구치우식경험여부에 대해서는 '1개 

이상 있다'를 기준으로 '없다'가 0.267배 낮게 나타나 영구치 

우식경험여부가 1개 이상 있는 청소년이 스트레스 비율이 높

게 나타났다(p<0.05). 최근 1년간 치통 경험 여부에 대해서 '

치통 경험 있다'를 기준으로 '치통경험 없다'의 비율이 0.323

배 낮게 나타나 치통을 경험한 청소년이 스트레스 비율이 높

게 나타났다(p<0.05). 교정치료 유무에 대해서는 '교정치료를 

했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교정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의 비율

이 0.323배 낮게 나타나 교정치료를 한 청소년이 스트레스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p<0.05). 치아손상여부에 대해서는 '

치아가 손상되었다'를 기준으로 손상되지 않았을 때의 비율이 

0.333배 낮게 나타나 치아가 손상되었을 때 스트레스와의 관

련성이 높게 나타났다(p<0.05).구강위생용품에 대해서는 '구강

위생용품을 사용한다.'를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0.345배 낮게 나타나 사용하는 비율이 스트레스 비율이 높았

다(p<0.05). 본인인지구강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나쁨'을 기준

으로 '좋다'고 대답한 청소년이 0.301배, '보통' 0.308배 낮게 

나타나 본인인지구강건강상태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비율이 

높았다(p<0.05)<Table 4>.

<Table 4> Risk factors of oral health and sociology-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stress

Characteristics Divided β S.E OR 95%CI

Gender
Male -1.361 0.146 0.257 0.193-0.341

Female (1.00)

House income

Low -4.86 0.259 0.615 0.370-1.023

Low-mid -1.142 0.210 0.319 0.212-0.481

Mid-high -1.315 0.178 0.268 0.189-0.381

High (1.00)

Education level

Elementary -1.216 0.139 0.296 0.226-0.389

Middle school -0.863 0.151 0.422 0.313-0.568

High school (1.00)

Experience of depression for 2 consecutive weeks
Yes 0.821 0.362 2.273 1.118-4.619

No (1.00)

Drinking experience over 12 years age
No -1.207 0.122 0.299 0.235-0.380

Yes (1.00)

Adolescent with caries lesion
No -1.137 0.119 0.321 0.254-0.405

Yes (1.00)

Experience of permanent tooth caries
0 -1.322 0.178 0.267 0.188-0.378

More than 1 (1.00)

Experience of tooth pain last 1 year
No -1.130 0.125 0.323 0.253-0.413

Yes (1.00)

Experience of orthodontic treatment
No -1.020 0.113 0.361 0.289-0.450

Yes (1.00)

Damage on teeth
No -1.099 0.106 0.333 0,271-0.410

Yes (1.00)

Accessary dental goods
Not use -1.063 0.119 0.345 0.274-0.436

Use (1.00)

Subjective oral hygiene

Good -1.199 0.243 0.301 0.187-0.485

Normal -1.176 0.141 0.308 0.234-0.406

Bad (1.00)

CI: Confidence interval; OR: Odd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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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이상적인 환경은 기

대할 수 없으며, 스트레스의 긍정적 가치도 있다. 그러나 만

성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악화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신체·정신적변

화가 나타날 뿐 아니라, 스트레스 반응에 취약하기 때문에 스

트레스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 한국, 일본, 미

국, 중국 고등학생 4개국 건강실태 비교조사 결과 한국 학생 

스트레스 비율은 87.8%로, 일본, 미국, 중국보다 월등히 높고, 

그 중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하였다[14].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변화  자아정체성을 형성

하게 되는데, 지나친 스트레스는 정신 및 신체적 질환을 유발

한다. 또한 건강실천을 유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써 건강신념과 구강건강관리 인식 형성과 실천에 큰 영향을 

미친다[18]. 본 연구결과 첫째,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지각

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을 제외한, 성별, 가구소득, 

2주 이상 연속 우울 감, 음주경험과 연관성이 나타났다. 일반

적으로 여자보다 남자에서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19]. 동일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

험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따라 부정적 영향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결과의 관계에서 중재요인이 존

재하기 때문이며, 특히 이러한 요인 중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은 중요한 중재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 DeLongis 등

[20]은 사회 심리적 지원이 적은 집단은 스트레스를 높게 지

각할수록 질병과 감정 장애에 취약함을 제시하면서 스트레스

의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키는데 있어 사회·심리적 지원의 중

요성을 보고하였다. 특히 여자는 가족의 지원이 높을 경우 스

트레스 에 저항하는 정도가 높아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력이 낮게 나타난다[21]. 따라서 스트레스는 개인뿐 아니

라 가족이나 주변 동료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감소

시키기 위하여 여자 청소년을 위한 자신감이나 자기 효능 감, 

감성지능 등 개인의 내적 특성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의 도

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스트레스에 따른 구강건

강상태 관련성을 살펴보면, 영구치 우식 유병 자에 대한 스트

레스의 관련성은 유의하게 나타났고, 영구치 우식경험여부 

또한 스트레스와의관련성이 나타났다. 본인인지 구강상태와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1

년간 치통경험유무, 교정경험 유무, 구강보조용품사용과 스트

레스와의 관련성은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는 본인인지 구강상태와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

았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잇몸이 붓고 아프며, 치은이 퇴축하

였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구강건강 삶의 질이 낮았다고 보고

하였다[22].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수

준이 낮을수록 2주 연속 우울감에서는 우울할수록 스트레스

를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음주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스

트레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영구치 우식 유병 자가 있는 

청소년이 스트레스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영구치 우식경험

여부가 1개 이상 있는 청소년이 스트레스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최근 1년간 치통 경험 여부에 대해서도, 치통을 경험한 

청소년이 스트레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치아손상여부에 

대해서도 치아가 손상되었을 때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일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나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이 구강건강관련 삶

의 질이 낮고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는 정[23]

의 연구와도 일치하였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구강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아진다는 권과 윤[24]의 연구와도 일치

하였다.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주관적 건

강상태와 스트레스 중에서 시간적 선행 요인을 평가하지 못

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스트레스는 현대사회에서 피

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결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특히 청

소년기의 자신감은 주변인들의 지지에 의해 더욱 향상되므로 

건강행동을 강화해야 하는 집단을 중심으로 의료 인력의 관

심이나 보상 등의 정서적 지지는 건강을 회복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구강건강의 상태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단면조사 연구이다. 2015년도에 실시된 국민

건강영양조사 제 6기 3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스트레스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스트레스에 따른 구강건강상태를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고, 스트레스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구강건강상태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로지스

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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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여자일수록, 가구소득

이 높을수록, 우울할수록, 스트레스 비율이 높았다

(p<0.05).

2. 영구치우식유병자와 영구치 우식경험여부에 따른 스트

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p<0.05). 

3.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스트레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

득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교

육수준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비율이 높았다 (p<0.05). 

4. 영구치 우식 유병 자가 있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인지구강 건강상태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비율이 높았다(p<0.05).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이 그렇지 않

은 청소년에 비해 구강건강상태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신체와 정신이 발달되는 과도기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 하는 것은 건강한 구강건강을 관리하

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스트

레스 관리와 구강건강과의 상담프로그램 및 예방관리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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