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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in Stress, Lif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 among Adults according to Oral Health Awareness
Eun-ju Kim1‡, Seung-Hee Woo2
1

Dept. of Dental Hygiene, DongA University of Health, An associate professor
2
Dept. of Dental Hygiene, Mokpo science University, An assistant professor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stress, lif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 according to the degree of perception of oral health among adults.
Methods: Using a self-written questionnaire, general characteristics, oral health perception, stress, life satisfaction, and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ere investigated.
Results: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perception of oral health of the study subjec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t the level of p<0.001
for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status, and the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 was p<0.001 for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condi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level. In the correlation,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ere negatively correlated, life satisfaction and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ere positively correlated,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1 level.
Conclusions: The overall quality of life including life satisfaction an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should be improved through continuous
oral health education and stress management fo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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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질을 떨어뜨
리는 원인으로 여겨진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이 없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
하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생활을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높은 삶의 질을 목표로 살아간다. 삶의 질은 개인의 특성이나
객관적인 삶의 조건 및 개인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주관적 인식에 따른 만족감에서 기인하고[1],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삶보다는 스스로 만족하는 삶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 그러나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성장, 교육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생활태도와 생활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으며 이는 현대인들의
Copyright ⓒ 2020 by the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KOHS).

스트레스는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으로[3] 삶의 일부분
으로서 항상 존재하지만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했을 때
질병의 빈도와 위험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4]. 또한 스트
레스는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등의 신체기능에 생리적인
변화[5]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강질환 및 구취에 영향
을 줄 수 있으며[6],[7], 스트레스가 구강건강과 관련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하였고[8],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생활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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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이며, 모든 인간은 질 높은 삶을 증진하는 것을 최대의 관심

구강건강인식에 대한 문항 3문항,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구강건

사로 인식하고 있다[10]. 생활만족도를 양[11]은 자신의 삶에

강관련 삶의 질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물질적, 경제적 조건을 포함한 개인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항은 Cohen 등[18]이 개발하고 이종하

인적, 문화적, 사회 환경 등에서의 만족이나 안녕감 또는 행복감

등[19]이 번안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고 긍정문항

이라고 정의하였고, 송[12]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6문항, 부정문항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은 4점 Likert 척도

는 심리적 기능으로서의 안녕감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생활만족

를 이용하였으며 긍정문항의 경우 ‘전혀 없었다’ 4점, ‘거의

도는 연령, 성별, 건강상태,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사회적인

없었다’ 3점, ‘때때로 있었다’ 2점, ‘자주 있었다’ 1점, ‘매우

요인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자주 있었다’ 0점으로 산정하였고, 부정문항의 경우 긍정문항의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의료분야에 있어서도 반영되며,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이 치료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되어가고

역으로 점수를 산정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있다[13]. 또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 인구가 증가하

생활만족도는 2010년 서울시 복지패널 부가조사[20]에서 사

고 있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용된 1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만족한다’ 5점, ‘만족한다’

욕구가 커지고 있다. 건강의 일부분인 구강건강은 삶의 질 향상을

4점, ‘보통이다’ 3점, ‘만족하지 못한다’ 2점, ‘매우 만족하지 못한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칙으로 전신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있으며,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관한 문항은 Locker 등[21]에 의해

구강건강을 제외한 건강은 완전한 건강이라고 볼 수 없고[14],

개발되어 김과 이[22], 장과 최[23]에 의해 타당성과 신뢰성이

구강건강과 구강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삶의 질과 관련성

입증된 구강건강영향지수(OHIP) 14문항으로 각 문항별로 5점

이 있음을 연구결과[15-17]들에서 보여주고 있다.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위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구강건강인식과 스트레스, 구강건

좋음을 나타낸다.

강인식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은 이루어졌으나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미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인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와 생활만
족도,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의 차이를 알아보고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3. 통계분석
회수된 자료를 가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고, 구강건강인식에 따른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Scheffe 사후검정을 포함한 일원배치분
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스트레스, 생활만
족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사이의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Ⅱ. 연구방법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들에 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항목
으로 구성된 척도에 사용하는 Cronbech′s α를 이용하여 신뢰

1. 연구대상

도를 측정하였다. <Table 1>에서와 같이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본 연구는 2018년 8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남지역에

분석 결과, 스트레스에 대한 신뢰계수가 0.696으로 나타났고,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실시하였으며, 자
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구강건강

생활만족도에 대한 신뢰계수가 0.894,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신뢰계수가 0.934로 나타났다.

관련 삶의 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총 235명의 응답자 중 기재가
누락되거나 미흡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28명의 설문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연구방법
설문지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 5문항과

Number of
questions

Confidence
coefficient

Stress

10

0.696

Life satisfaction

14

0.894

The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

14

0.934

Variables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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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증한 결과 F=5.754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가 나타났고, 구강건강상태에 따라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Variables

N

%

Man

108

47.4

Woman

120

52.6

21~30

37

16.2

태는 기혼이 147명(64.5%), 월평균소득은 201~300만원이 77명

31~40

67

29.4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1~50

62

27.2

51~60

48

21.1

61~

14

6.1

~Middle school graduate

12

5.3

성별은 남자 108명(47.4%), 여자 120명(52.6)으로 나타났고,

Gender

연령별로는 31~40세가 67명(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은 대졸이 126명(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

Age (y)

2. 구강건강인식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

Education levels

성인들의 구강건강인식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는 다음과 같다
<Table 3>.
성인들의 스트레스를 구강건강인식에 따라 평균차이 검증을

Marital status

실시한 결과 스트레스는 구강보건지식,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
중요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onthly income
(KRW10,000)

3. 구강건강인식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성인들의 구강건강인식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4>.

High school graduate

40

17.5

College graduate

126

55.3

Graduate school or higher

50

21.9

Married

147

64.5

Unmarried

72

31.6

Bereavement, divorce

7

3.1

~200

70

30.7

201~300

77

33.8

301~400

36

15.8

401~500

15

6.6

501~

29

12.7

228

100

성인들의 생활만족도를 구강보건지식에 따라 평균차이를 검
<Table 3> Differences in Stress according to Oral Health Awareness
Stress
N
Oral health knowledge

Very good
Good

1.72

0.37

1.360

0.249

1.053

0.381

0.702

0.552

0.35

1.79

0.38

31

1.93

0.38

Very poor

7

1.96

0.21

Very good

5

1.72

0.59

Neither good nor bad
Bad
Very bad

40

6

1.81

Good

The importance of oral health

t/F

44

Poor
Oral health status

SD

139

Average

p

Mean

44

1.75

0.31

140

1.81

0.36

37

1.90

0.44

1

2.00

0.00

Very important

63

1.80

0.44

Important

97

1.81

0.38

So-so

65

1.84

0.25

Not important

2

2.15

0.35

Not very important

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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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Oral Health Awareness
Life satisfaction
N
Oral health knowledge

Very good
Good
Average

Oral health status

t/F

6

1.34

0.54

5.754

0.000***

44

4.21

0.73

3.812

0.000***

2.401

0.069

4.23

0.51

31

3.87

0.51

Very poor

7

3.56

0.51

Very good

5

3.20

0.21

44

3.52

0.07

Good
Neither good nor bad
Bad
Very bad
The importance of oral health

SD

139

Poor

Very important

p

Mean

140

3.37

0.03

37

3.15

0.09

1

2.64

0.00

63

3.36

0.58

Important

37

3.41

0.04

So-so

65

3.29

0.05

Not important

2

2.64

0.64

Not very important

0

0.00

0.00

***p<0.001

<Table 5>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 according to Oral Health Awareness
The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
N
Oral health knowledge

Very good
Good
Average

Oral health status

t/F

6

1.34

0.54

7.133

0.000***

44

4.21

0.73

11.627

0.000***

2.295

0.079

4.23

0.51

31

3.87

0.51

Very poor

7

3.56

0.51

Very good

5

4.04

1.42

Good
Neither good nor bad
Bad
Very bad
The importance of oral health

SD

139

Poor

p

Mean

44

4.34

0.55

140

4.21

0.46

37

3.65

0.51

1

3.00

0.00

Very important

63

4.15

0.66

Important

37

4.21

0.54

So-so

65

4.02

0.50

Not important

2

3.50

0.50

Not very important

0

0.00

0.00

***p<0.001

F=3.812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
며, 구강건강중요성에 따라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F=2.401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구강건강인식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
성인들의 구강건강인식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
는 다음과 같다<Table 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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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성인들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구강보건지식에 따라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 F=7.133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 구강건강상태에 따라 평균차이를 검증
한 결과 F=11.627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구강건강중요성에 따라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F=2.295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은 질병이나 건강의 이상상태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영향에 대한 개인적 반응을 나타내
며[24], 개인의 특성이나 객관적인 삶의 조건 및 개인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주관적 인식에 따른 만족감에 기인한
다고 하였다[1].

5. 변인 간의 상관관계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강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스트레
스와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6>.
스트레스는 생활만족도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생활만족도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지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생활만족도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지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생활만족도
가 높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차이를 알아보고 세 요인간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성인들의 스트레스를 구강건강인식에 따라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구강보건지식,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중요성 모두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와 윤[25],
윤[26]의 연구에서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수준이 높으면 스트레스
가 낮은 상관관계 있음을 보여준 것과 다른 결과를 보였고, 최[27]
의 연구에서 구강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불편감이 높은 집단에서

6.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한 것과 다른 결과를 보였으며, 김[28]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나타난 것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Table 7>.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9%이었으며, 생활만족도지수
(t=3.722, p<0.001)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의 연구에서 구강상태 만족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게
이는 본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스트레스에 대한 평균값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구강건강인식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와
구강건강인식에 따른 관련성에 대해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성인들의 생활만족도를 구강보건지식에 따라 평균차이를 검
증한 결과 F=5.754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Table 6> The Correlation Analysis of the Variables
Stress
Stress

Life satisfaction

The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

1

Life satisfaction

-.054**

1

The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

-.208**

.308**

1

**p<0.01

<Table 7> The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
B

SE

(Constant)

Variables

3.260

.435

Life satisfaction

.322

.086

Stress

-.110

.114

β

2

F=12.347 p=0.000 R =0.099
***p<0.001

42

t

p

7.502

0.000***

.273

3.722

0.000***

-.071

-.965

0.336

성인들의 구강건강인식에 따른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

가 나타났고, 구강건강상태에 따라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본 연구결과 성인들의 구강건강상태에 따라 생활만족도와

F=3.812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구강건강상태를

는데 이는 백과 김의 연구[29]에서 저작능력에 따라 생활만족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강건강지식을 높이고 구강건강중요성

가 유의하지 않은 것과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연구대상자의

을 인식시키기 위한 구강보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연령의 차이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구강건강중요성에 따라 평균

구강검진과 구강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성인들의 구강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F=2.401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건강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구강건강과 생활만족도에

또한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는 상호

대한 선행연구들이 미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구강건강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

생활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기 위해서는 구강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느낄

된다.

수 있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포함한

성인들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구강보건지식에 따라 평균

전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차이를 검증한 결과 F=7.133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전남 지방에 거주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 구강건강상태에 따라 평균차이를 검증

편의표본추출법의 방식으로 선정하여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

한 결과 F=11.627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가 나타났으며, 구강건강중요성에 따라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대상으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는 F=2.295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 등의
연구[30]에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인식에 따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과 같은 결과를

Ⅴ. 결론

보였고, 천[31]의 연구에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김 등[15]의
연구에서 자가인식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박과 김[16]의 연구에서 자신의 구강환
경이 “매우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경우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볼 때 구강건강은 성인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
는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강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트레스는 생활만족도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생활만족도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지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생활
만족도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지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32]의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구강건
강관련 삶의 질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과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생활만족도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2018년 8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반
적인 특성과 구강건강인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인식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인식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구강보건
지식(F=5.754), 구강건강상태(F=3.812)에 대하여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인식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은 구강보건지식(F=7.133), 구강건강상태(F=11.627)에 대
하여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구강
건강관련 삶의 질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생활만족도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생활만
족도(t=3.722, p<0.001)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하
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성인들에게 구강보건교육의 기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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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련 프로
그램을 통하여 성인들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생활만족도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포함한 전체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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