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전신적인 건강 중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구강은 최초의 소화기관으로 건강한 저작

활동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함으로써 전신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구강건강은 구강상태에 따라 영양소 섭취의 차이를 일으

킬 수 있으며, 전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1, 2, 3].

구강건강은 치아 우식증, 치주병과 같은 구강 내에서 발생하는 

질환들에 의해 나빠지며 이러한 질환들은 대부분 구강관리능력

이 부족하거나 소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4, 5]. 또한, 비정상

적인 악궁의 형태와 교합상태, 치아 배열이상 등으로 인해 구강관

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6, 7]. 따라서 구강건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구강관리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구강상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요즈음 대학생들은 대학교 입학 후 졸업 때까지 학점관리와 

자격증 취득 등 취업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8, 9].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은 회사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면접 

시 보여 지는 자신의 외모까지 포함된다. 조 등[10]은 면접 시 

외모비중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취업불안이 높아지며, 취업불안

이 높아질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얼굴은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구강은 얼굴

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치열의 이상, 턱의 비정상적

인 돌출 등은 안모의 비대칭이나 불균형을 일으켜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감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대학생들의 전신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구강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일

수록 구강 내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11], 치아우식증이

나 치주질환을 가진 대학생들은 스트레스가 평균이상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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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Health Impact Profile-14 (OHIP-14)는 구강병과 기능 

제한, 신체 통증, 심리적 불편, 신체적 기능저하, 심리적 기능저하, 

사회적 기능저하, 사회적 분리를 알아보기 위해 49개 문항으로 작성

된 Oral Health Impact Profile를 변형한 설문도구이다[13, 14]. 

정상적인 치열과 교합을 가지고 있을 경우 OHIP-14는 높게 나타나

며[15],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강건강영향지수는 나빠진다[16]. 

뿐만 아니라 성인에서 연령, 전신건강수준, 상실치, 교육수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우식경험치수, 구강건강행위 등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이용되었다[17, 18].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느끼는 주관적 구강상태와 심리적 특성이 

OHIP-14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대학생들의 구강건강

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편의 표본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2018년 6월 1일부

터 6월 30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을 실시하

였다. 설문지는 총 200부 중 미 응답자 및 내용이 부족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186부를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4문항, 구강상태 5문항, 

심리적 특성 3문항, 그리고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OHIP) 14문항

으로 구성하였다[19. 20]. 일반적인 특징은 성별, 나이, 학년, 

학과를 조사하였으며, 구강상태는 구강환경상태, 상악 전치부 

치열, 하악 전치부 치열, 상악 튀어나옴, 하악 튀어나옴을 조사하

였다. 심리적 특성은 외모 스트레스, 저작 불편감, 자신감 감소를 

조사하였다. OHIP-14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1점, “자주 그렇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부분 그렇지 않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5점으로 측정하

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WIN Ver. 19.0(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구강상태, 그리고 심리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강

상태에 따른 OHIP-14는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ANOVA) Scheffe를 이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구강상

태와 심리적 특성, 구강상태와 OHIP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α=0.05로 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성

별은 남자 33.3%, 여자 66.7%이며, 나이는 20-23세 69.4%, 

24-26세 25.8%, 27-29세 4.3%, 30세 이상은 05%로 조사되었다. 

학년은 1학년 10.8%, 2학년 20.4%, 3학년 50.5%, 4학년 18.3%

였으며, 학과는 비보건계열 75.8%, 보건계열 24.2%로 조사되었

다. 흡연여부는 흡연자 23.7%, 비흡연자 76.3%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들의 주관적 구강상태

연구대상자들의 주관적 구강상태는 다음과 같다<Table 2>. 

자신의 구강환경이 “매우 건강하다”는 7.5%, “건강하다”는 22.6%, 

“보통이다”는 48.9%, “불량하다”는 16.7%, “매우 불량하다”는 

4.3%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이 느끼는 전치부 치열에 대한 

주관적인 상태는 상악전치부의 치열은 “정상” 63.8%, “비정상”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Gender
Male 62(33.3)

Female 124(66.7)

Age

20-23 129(69.4)

24-26 48(25.8)

27-29 8(4.3)

Over 30 1(0.5)

Grade

1 20(10.8)

2 38(20.4)

3 94(50.5)

4 34(18.3)

Major
Non-health 141(75.8)

Health 45(24.2)

Smoking
Yes 44(23.7)

No 142(76.3)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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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로 조사되었으며, 하악전치부의 치열은 “정상” 71%, “비

정상” 29%로 조사되었다. 턱의 튀어나옴에 대한 연구대상자들

의 주관적인 응답은 “상악이 튀어나옴” 15.1%, “상악 정상” 

84.9%였으며, “하악이 튀어나옴” 12.4%, “하악 정상” 87.6%로 

나타났다.

3. 구강상태에 따른 심리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구강상태에 따른 심리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3>. 본인의 구강상태로 인한 외모 스트레스는 “매우 

높다” 3.2%, “높다” 30.6%, “보통이다” 18.8%, “낮다” 30.1%, 

“매우 낮다” 17.2%로 조사되었다 . 본인의 구강상태에 따른 저작

불편감은 “매우 높다” 2.7%, “높다” 11.3%, “보통이다” 14.5%, 

“낮다” 43.5%, “매우 낮다” 28%로 조사되었다. 본인의 구강상태

에 따른 자신감 감소는 “매우 높다” 3.8%, “높다” 17.2%, “보통이

다” 17.2%, “낮다” 41.9%, “매우 낮다” 19.9%로 조사되었다.

4. 연구대상자들의 심리적 특성과 구강상태의 관련성

연구대상자들의 심리적 특성과 구강상태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다<Table 4>. 구강환경과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는 음의 상관

관계(r=-0.199, p=0.006), 구강환경과 저작불편감도 음의 상관관

계(r=-0.285, p=0.000), 구강환경과 자신감 감소는 음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174, p=0.017). 상악 전치부 

치열과 외모 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r=-0.350, p=0.000), 상악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Oral condition

Very healthy 14(7.5)

Healty 42(22.6)

Moderate 91(48.9)

poor 31(16.7)

Very poor 8(4.3)

Anterior teeth 

dentition

Maxilla
Normal 127(68.3)

Abnormal 59(31.7)

Mandible
Normal 132(71.0)

Abnormal 54(29.0)

Protrusion

Maxilla
Protrusion 28(15.1)

Normal 158(84.9)

Mandible
Protrusion 23(12.4)

Normal 163(87.6)

<Table 2> The subjective oral state of subjec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Stress of appearance

Very high 6(3.2)

High 57(30.6)

Moderate 35(18.8)

Low 56(30.1)

Very low 32(17.2)

Chewing discomfort

Very high 5(2.7)

High 21(11.3)

Moderate 27(14.5)

Low 81(43.5)

Very low 52(28)

Decrease in confidence

Very high 7(3.8)

High 32(17.2)

Moderate 32(17.2)

Low 78(41.9)

Very low 37(19.9)

<Table 3>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oral state

Oral 

condition

Anterior teeth dentition Protrusion Stress of 

appear-ance

Chewing 

discomf-ort

Decrease in 

confide-nceMaxilla Mandible Maxilla Mandible

Oral condition 1

Anterior teeth 

dentition

Maxilla .392** 1

Mandible .266** .582** 1

Protrusion
Maxilla .058 -.230** -.095 1

Mandible -.139 -.060 -.012 .025 1

Stress of appearance -.199** -.350** -.355** .216** .145* 1

Chewing discomfort -.285** -.275** -.224** .161* .220** .514** 1

Decrease in confidence -.174* -.416** -.396** .218** .165* .727** .544** 1

*p<0.05, **p<0.01,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4> Correlation between oral state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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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부 치열과 저작불편감도 음의 상관관계(r=-0.275, p=0.000), 

상악 전치부 치열과 자신감 감소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416, p=0.000). 하악 전치부 치열과 외모 스트레

스는 음의 상관관계(r=-0.355, p=0.000), 하악 전치부와 저작불

편감도 음의 상관관계(p=-0.224, p=0.002), 하악 전치부와 자신

감 감소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396, 

p=0.000). 상악 돌출과 외모 스트레스는 양의 상관관계(r=0.216, 

p=0.003), 상악 돌출과 저작불편감도 양의 상관관계(r=0.161, 

p=0.028), 상악 돌출과 자신감 감소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218, p=0.003). 하악 돌출과 외모 스트레스

는 양의 상관관계(r=0.145, p=0.048), 하악 돌출과 저작불편감도 

양의 상관관계(r=0.220, p=0.003), 하악 돌출과 자신감 감소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165, p=0.025). 따라

서 구강환경이 좋을수록 외모 스트레스, 저작불편감, 자신감 

감소는 낮아진다고 할 수 있으며, 상악 전치부 치열과 하악 전치

부 치열이 정상일수록 외모 스트레스, 저작불편감, 자신감 감소

는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악이 튀어나올수록 하악이 

튀어나올수록 외모스트레스, 저작불편, 자신감 감소는 높아진다

고 할 수 있다.

5. 연구대상자들의 구강상태에 따른 OHIP-14

연구대상자들의 구강상태에 따른 OHIP-14는 다음과 같다

<Table 5>. 구강환경에서 “매우 건강하다”일 경우 OHIP-14는 

4.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량하다”일 경우 OHIP-14

는 4.0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강환경 내 각 그룹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75, P=0.03). 상악 전치부 치열에서 “정상”일 

경우 OHIP-14는 4.38점으로 나타났으며, “비정상”일 경우 

OHIP-14는 4.11점으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79, 

P=0.006). 하악 전치부의 치열에서 “정상”일 경우 OHIP-14는 

4.38점으로 나타났으며, “비정상”일 경우 OHIP-14는 4.09점으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91, P=0.004). 상악 돌출은 

“튀어나옴”일 경우 OHIP-14는 4.05점으로 나타났으며, “정상”

일 경우 OHIP-14는 4.34점으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악 돌출은 “튀어나옴”일 경우 OHIP-14는 4.07점으로 

나타났으며, “정상”일 경우 OHIP-14는 4.33점으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상악과 하악이 튀어나온 

경우는 상악과 하악이 정상인 경우에 비해 OHIP-14가 낮게 

나타났다.

6. 연구대상자들의 구강상태와 OHIP-14의 관련성

연구대상자들의 구강상태와 OHIP-14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

다<Table 6>. 구강환경과 OHIP-14는 서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187, p=0.011). 상악 전치부의 치열

과 OHIP-14는 서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0.202, p=0.006), 하악 전치부의 치열과 OHIP-14 또한 서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210, p=0.004). 상

악전돌과 OHIP-14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r=0.163, p=0.026), 하악전돌과 OHIP-14는 유의미한 관계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OHIP-14

F t p
M±SD

Oral condition

Very healthy 14 4.71±0.31a

2.75 - .030

Healty 42 4.32±0.65a,b

Moderate 91 4.30±0.60a,b

Poor 31 4.06±0.30b

Very poor 8 4.29±0.84a,b

Anterior teeth dentition

Maxilla
Normal 127 4.38±0.61

- 2.79 .006
Abnormal 59 4.11±0.64

Mandible
Normal 132 4.38±0.59

- 2.91 .004
Abnormal 54 4.09±0.68

Protrusion

Maxilla
Protrusion 28 4.05±0.73

- -1.96 .059
Normal 158 4.34±0.60

Mandible
Protrusion 23 4.07±0.60

- -1.82 .070
Normal 163 4.33±0.63

<Table 5> OHIP-14 index according to the oral state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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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구강환경이 나쁠수록 OHIP-14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상악전치부의 치열이 정상일수록 OHIP-14가 

낮다고 할 수 있으며, 하악전치부의 치열이 정상일수록 OHIP-14

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악이 튀어나오지 않을수록 

OHIP-14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악이 튀어나온 것과 

OHIP-14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Ⅳ. 고찰

대학 생활은 청소년기를 지나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징검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요즈음 대학생들은 

대학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자격증 

등을 준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병행

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소홀해지며 무관심해 질 수 있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구강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며 구강보건지식과 

관리방법에 관한 지식도 부족하다[21].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교

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주관적인 구강상태 및 

심리적 특성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대학

생들의 구강보건 향상 및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은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적 구강건

강상태 좋다고 느낄수록 구강관련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낮고 

치열이 불규칙할수록 대인관계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보고되었

으며[22], 교정 진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의 48.7%가 본인의 

치아나 얼굴모양에 불만족하며,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58.8%가 교정 후 치아와 얼굴모양이 좋아지고 있다고 느낀다는 

보고[23], 치과교정치료 후 변화한 자신의 얼굴 때문에 환자의 

만족감이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보고[24, 25]는 자신의 구강상

태에 따라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나 대인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하고 할 수 있다. 이는 구강환경

이 좋을수록, 상악과 하악 치열이 정상일수록, 상악과 하악이 

튀어나오지 않고 정상일수록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는 감소하며, 

자신감 감소는 줄어든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치열이 올바르지 않고 중첩되며, 부정교합의 정도

가 심할수록 저작능력은 낮아진다고 보고[26]는 구강환경이 나

쁠수록, 상악과 하악 치열이 비정상적일수록, 상악과 하악이 

튀어나올수록 저작불편을 느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구강

환경, 치열, 턱의 돌출은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저작곤란, 자신감 

감소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강환경을 개선하고 

치과적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구강형태와 구조를 가지는 것이 

대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신감을 가지

게 하며 정상적인 저작을 통해 전신적인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구강환경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구강환경이 건강할수

록 OHIP-14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악과 하악 전치부의 치열

에 대한 물음에 정상이라고 응답한 그룹과 비정상이라고 응답한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상악과 하악의 치열이 정상일수

록 OHIP-14가 높게 나타났다. 상악과 하악의 튀어나옴에 대한 

물음에 튀어나왔다는 그룹과 정상이라는 그룹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상악과 하악이 정상보다 튀어나올수록 

OHIP-14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구강환경, 상악과 하악의 

전치부 치열, 상악과 하악의 돌출은 OHIP-14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의 주관적 치아상태, 

교합의 종류, 자신감 변화 등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27], 주관적 건강인지와 주관적 구강건강인지가 좋을수

Oral condition
Anterior teeth dentition Protrusion

OHIP-14
Maxilla Mandible Maxilla Mandible

Oral condition 1

Anterior teeth dentition
Maxilla .392** 1

Mandible .266** .582** 1

Protrusion
Maxilla .058 -.230** -.095 1

Mandible -.139 -.060 -.012 .025 1

OHIP-14 -.187* -.202** -.210** .163* .133 1

*p<0.05, **p<0.01,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6> Correlation between oral state and OHIP-14 in the stud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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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OHIP-14가 높게 나타난다[28]는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결과

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철저한 구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치아와 

정상적이 치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임[29]

은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구강건강

증진행위도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다양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

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구강상태를 전문적인 지식수준에서 

판단한 것이라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구강상

태를 생각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구강상태를 

파악하기 곤란하고 개인의 차이가 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구강상태, 치열의 가지런한 

상태, 턱의 튀어나옴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유사하다고 생각된

다. 따라서 전문 인력을 통해 정확한 구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구강상태와 심리적 특성이 구강건강영향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상태와 심리적 특성, 

OHIP-14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구대상자들의 주관적 구강상태에 대한 물음에 자신의 

구강상태 “보통이다”라 응답한 응답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전치부 치열과 턱의 돌출에 대한 물음에 “정상”이라 응답한 

응답자 수가 가장 많았다.

2. 연구대상자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물음에서 본인의 구강

상태에 따른 외모 스트레스는 “높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구강강태에 따른 저작불편감은 “낮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강상태에 따른 자신감 감소는 “낮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연구대상자들의 구강환경과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저작불

편감, 그리고 자신감 감소는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치부 치열과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저작불편감, 그리고 자신감 감소 또한 모두 음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턱의 돌출과 외모에 대한 스트레

스, 저작불편감, 그리고 자신감 감소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구강환경, 전치부 치열에 대한 OHIP-14는 모든 그룹 간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상악의 돌출과 하악의 돌출에 대한 

OHIP-14는 각 그룹간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5. 구강환경, 전치부치열과 OHIP-14는 서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턱의 돌출에서 상악의 돌출은 OHIP-14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구강상태, 심리적 특성, 

그리고 OHIP-14는 서로 연관성이 있으며, 대학생들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강건강상태를 증진시키

며 심리적 요인들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된다. 이를 

위해 구강보건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정치료

와 같은 치과적 치료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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