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오늘날 의학의 발달과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하여 전신 

건강과 구강 건강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와 함께 건강에 대한 개념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1]. 이에 건강 수준에 대한 측정 개념이 포괄적으로 인식됨

에 따라, 의료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생의학적 

건강 상태는 물론,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주관적 

인지에 근거한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1,2]. 주관적 건강 상태 평가는 생활 만족도와 안녕(Wellbeing)

을 강조하는 건강증진의 측면에서 다른 평가 방법에 비해 건강 

수준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3,4]. 

특히, 전신 건강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의 

지표가 되며, 구강 건강을 제외한 건강은 완전한 건강 상태라 

볼 수 없다[1,5]. 세계치과의사연맹(FDI World Dental Federation)

은 ‘Think Mouth, Think Health’를 테마로 선정해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의 밀접한 연관성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6], 구강 상태

에 대한 평가로 건강에 해로운 생활습관을 파악하여 전신질환의 

초기징후까지도 확인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6]. 

인간은 스스로 인지하는 것을 따르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므

로[7], 주관적으로 인식한 건강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의학적으

로 파악하기 어려운 총체적 건강 상태를 반영하여 건강 증진의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8]. 

즉, 건강증진 행위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스스로의 

의지와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9],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건강 증진 행위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다

[7,10]. 이에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7],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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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인이므로[6], 스스로 인지한 구강 건강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효과적인 건강증진행위는 물론 전신건강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이다[1,5]. 선행연구에 의하면, 스스로 구강 

건강 수준을 높게 평가할수록 전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10], 

주관적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11], 주관적 구강 건강과 건강을 위한 실천행위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 

평가에 의한 개인 및 지역사회 속의 행동 변화와 관련한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구강 기능과 

고통, 불편 등 구강질환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들에 

비해 주관적 인지에 의한 증상을 더욱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1,12]. 즉, 건강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인식됨에 따라 삶의 

질 측정에 주관적 인식에 근거한 사회과학적 접근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1]. 결국, 구강 건강에 대한 자가 평가가 구강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을 파악하는 유용한 요약 척도가 되어

[13,14], 스스로 인지하고 보고한 구강 건강 수준이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파악하는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된다[13].

따라서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 요소가 

되고, 삶의 질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1,6,12,13, 

14,19,22], 주관적으로 인지한 구강 건강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건강을 위한 실천 정도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파악하는 

결정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주관적으로 인지한 구강 

건강 수준에 따른 건강실천행위와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전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 증진 행위의 

실천을 유도하고, 구강건강수준을 향상해 삶의 질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스스로 인지하고 보고한 구강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속 구강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전신 건강과 구강 건강의 포괄적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B 지역 내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

윤리를 고려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 수의 적절성 검증을 위해 Cohen의 Power 

analysis를 근거로 G*power 3.1.3(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을 이용하며, 유의수준 5%(양측), 검정력 95%, 효과 크기 

0.5의 조건하에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107명으로 산출되었으

나, 불성실한 응답 등을 고려하여 총 159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분석에는 150명의 대상자가 포함되었다.

2. 연구방법

1) 일반적 특성 및 주관적 구강건강수준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성별과 연령, 학력과 월 급여를 

확인하였고,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건강하지 않다” 1점, “건강하지 않다” 

2점, “건강하다” 3점, “매우 건강하다” 4점으로 평점하여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 “높음”을 나타내는 그룹과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 “낮음”을 나타내는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2) 건강실천행위

건강실천행위의 측정 도구로는 Pender 등[15]이 개발한 건강 

증진 행위의 생활 양식 도구인 The Health Promotion Lifestyle 

Profile (HPLP)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정[16]의 연구의 측정 

도구를 참조하였다. 건강 책임이행 5문항, 운동 실천 행동 4문항, 

식습관 8문항, 스트레스 관리 5문항, 금연실천 행동 3문항을 

하위변수로 구분하여 총 2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평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 행위에 대한 

실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별 Cronbach‘s α를 

살펴보면, 건강실천행위의 하위 요인인 건강 책임이행 (0.711), 

운동 실천 행동(0.685), 식습관 8문항(.864), 스트레스 관리 5문항

(0.710), 금연 실천 행동(0.609)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3)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나타내는 척도인 Oral Health Impact 

Profile(OHIP-14)은 지난 1년 동안 구강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경험 내용을 기능 제한, 신체 통증, 심리 불편, 신체 능력 

저하, 심리 능력 저하, 사회 능력 저하, 사회적 불리를 나타내는 

7개 하위변수로 구분하여 총 1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17], 

Likert 5점 척도로 평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별 Cronbach‘s α를 

살펴보면,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 하위 요인인 기능 제한(0.836), 

신체 통증(0.779), 심리 불편(0.721), 신체 능력 저하(0.890), 심리 

능력 저하(0.710), 사회 능력 저하(0.884), 사회적 불리(0.89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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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3. 연구 모형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에 따른 건강실천행위와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이 건강실천행위와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Figure 1>과 같이 설정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ver. 26.0 for windows, 

IMB SPSS Statistic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분석 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실

천행위와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두 그룹 

간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 세 그룹 

이상은 ANOVA분석을 시행한 후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시행하

였으며,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에 따른 건강실천행위와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를 시행하였다. 또한, 각 요인별 관련성을 알아보

기 위해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시행한 

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

을 시행하였으며, 유의수준 α= 0.05를 기준으로 검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실천행위 및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실천행위와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성별에 따른 건강실천행

위를 보면 여자 2.59점, 남자 2.89점으로 여자의 건강실천행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01), 연령에 

따른 건강실천행위를 보면 50세 이상이 20세 이상~39세 미만과 

40세 이상~49세 미만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교육정도에 따른 건강실천행위를 보면 고등학

교 졸업 이하 2.84점, 대학교 졸업이상 2.62점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건강실천행위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1), 월 평균 수입에 따른 건강실천행위를 

보면200만원 미만이 300만원 이상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한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보면 남자 

4.46점, 여자4.23점으로 남자의 건강실천행위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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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에 따른 건강실천행위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에 따른 건강실천행위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 높음 2.78점, 

낮음 2.47점으로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실천행

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주관

적 구강 건강 수준에 따른 건강실천행위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건강 책임이행은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이 높음 3.31점, 낮음 

2.86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1), 

운동 실천 행동은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이 높음 3.22점, 낮음 

2.76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식습관은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이 높음 3.14점, 낮음 2.76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1), 금연실천 

행동은 구강 건강 수준이 높음 3.91점, 낮음 3.57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3. 주관적 구강 건강상 수준에 따른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에 따른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 높음

(4.41점)이 낮음(4.04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p<0.01).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에 따른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기능제한은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이 

높음 4.38점, 낮음 3.98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1), 심리불편은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이 높음 

4.38점, 낮음 3.89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01). 신체능력저하는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이 높음 

4.40점, 낮음 4.05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p<0.01), 심리능력저하는 구강 건강 수준이 높음 4.48점, 

낮음 4.10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사회적 불리는 구강 건강 수준이 높음 4.54점, 낮음 

4.09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Characteristic

Subjective oral health level

t(p)High(N=112) Low(N=38)

M±SD

Implementation of health responsibilities 3.31±0.62 2.86±0.58 -3.879(0.000)

Exercise practice 3.22±0.73 2.76±0.72 -3.350(0.001)

Eating habits 3.14±0.72 2.74±0.63 -3.062(0.003)

Stress management 3.30±0.6. 3.17±0.62 -1.132(0.259)

Smoking cessation behavior 3.91±0.84 3.57±0.72 -2.153(0.033)

Total 2.78±0.39 2.47±0.38 -4.228(0.000)

<Table 2> Health practice behavior according to subjective oral health level N=150

Classification n

Health practice behavior OHIP-14

M±SD
F or t

(Scheffe)
p M±SD

F or t

(Scheffe)
p

Gender Female 94 2.59±0.38
-4.528 0.000

4.23±0.55
-2.402 0.018 

Male 56 2.89±0.39 4.46±0.64

Age 20~39(a) 57 2.66±0.40  8.803 0.000 4.23±0.55  1.107 0.333 

40~49(b) 44 2.56±0.42 (c>a,b) 4.33±0.56

≥50(c) 49 2.89±0.33 4.40±0.67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58 2.84±0.39
 3.369 0.001

4.28±0.70
-0.487 0.649 

≥University graduation 92 2.62±0.40 4.33±0.52

Monthly 

income

(Won)

<200(a) 37 2.87±0.38
 4.036 

(a>c)
0.020 

4.25±0.72

 0.390 0.678 200~300(b) 58 2.67±0.42 4.25±0.72

≥300(c) 55 2.63±0.38 4.25±0.72

a,b,c: Scheffe post hoc test after the test for equal variances

<Table 1> Health practice behavior and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N=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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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 건강실천행위,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은 건강 책임이행(r=.304, p<0.001), 운동 실천 행동(r=.265, 

p<0.01), 식습관(r=.244, p<0.05), 금연실천 행동(r=.174, p<0.05), 

기능제한(r=.225, p<0.01), 심리불편(r=.314, p<0.001), 신체적 

능력저하(r=.224, p<0.01), 심리능력저하(r=.222, p<0.01), 사회

적 불리(r=.252, 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건강 책임이행은 운동실천행동(r=.395, p<0.001), 식습관(r=.467, 

p<0.001), 스트레스 관리(r=.260, p<0.01), 금연실천 행동(r=.168, 

p<0.05), 신체적 능력저하(r=.163, p<0.05)와 정(+)적 상관관계

를 가지고 있었다. 운동실천 행동은 식습관(r=.506, p<0.001), 

스트레스 관리(r=.365, p<0.001), 심리불편(r=.195, p<0.05), 심

리능력저하(r=.255, 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

다. 식습관은 스트레스 관리(r=.270, p<0.01), 금연실천 행동(r= 

.205, p<0.05), 심리불편(r=.167, p<0.05), 신체적 능력저하(r=.188, 

p<0.05), 심리능력저하(r=.184, p<0.05)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스트레스 관리는 금연실천 행동(r=.214, p<0.01)

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금연실천 행동은 기능

제한(r=.248, p<0.01), 신체통증(r=.309, p<0.001), 심리불편(r= 

.193, p<0.05)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구강 건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

2 .304*** -

3 .265** .395*** -

4 .244* .467*** .506*** -

5 .093 .260** .365*** .270** -

6 .174* .168* .093 .205* .214** -

7 .225** .049 .151 .101 .111 .248** -

8 .126 .099 -.043 .087 .091 .309*** .517*** -

9 .314*** .153 .195* .167* .070 .193* .757*** .617*** -

10 .224** .163* .146 .188* .100 .136 .539*** .615*** .719*** -

11 .222** .115 .255** .184* .102 .143 .562*** .512*** .623*** .782*** -

12 .150 .042 .143 .032 .090 .121 .490*** .390*** .490*** .676*** .847*** -

13 .252** .022 .118 .040 .070 .102 .535*** .380*** .513*** .601*** .802*** .892*** -

*p<.05, **p<0.01, ***p<0.001.

1: Subjective oral health level, 2: Implementation of health responsibilities, 3: Exercise practice, 4: Eating habits, 5: Stress management, 6: Smoking 

cessation behavior, 7: Functional limitation, 8: Physical pain, 9: Psychological discomfort, 10: Physical impairment, 11: Psychological inability, 12: Social 

incompetence, 13: Social disadvantage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Characteristic

Subjective oral health level

t(p)High(N=112) Low(N=38)

M±SD

Functional limitation 4.38±0.71 3.98±0.88 -2.804(0.006)

Physical pain 4.08±0.74 3.85±0.86 -1.549(0.124)

Psychological discomfort 4.38±0.60 3.89±0.77 -4.024(0.000)

Physical impairment 4.40±0.66 4.05±0.69 -2.796(0.006)

Psychological inability 4.48±0.75 4.10±0.61 -2.773(0.006)

Social incompetence 4.59±0.69 4.35±0.65 -1.844(0.067)

Social disadvantage 4.54±0.72 4.09±0.85 -3.168(0.002)

Total 4.41±0.57 4.04±0.60 -3.329(0.001)

<Table 3>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subjective oral health level N=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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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삶의 질의 하위요인들은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사회능력저하와 사회적 불리(r=.892, p<0.001)

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신체통증과 사회적불리

(r=.380*, p<0.001)가 가장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5.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이 건강실천행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이 건강실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able 5>와 

같다. 분석 결과, F=17.877(p<0.001)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

고 할 수 있다.  =0.108로 10.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이 β=0.622(p<0.001)로 나타나 건강실천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β부호가 정(+)적이므로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실천행위도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6.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이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이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able 6>과 같다. 분석 결과, F=11.084(p<0.001)로 본 회귀모형

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0.070로 7.0%의 설명력을 나타냈

다.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이 β=0.725(p<0.001)로 나타나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β부호가 정(+)적이므로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고찰

본 연구는 구강 건강과 전신건강의 밀접한 연관성을 바탕으로 

전신 건강 유지에 필수적 요소가 되는 구강 건강에 대한 자가 

평가를 통해 건강실천행위와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과의 관련성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6]. 연구목적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결과

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실천행위의 차이

를 살펴보면, 50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건강을 위한 

실천행위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각된 건강 상태와 건강증진

행위의 관련성을 연구한 김 등[18]의 연구 결과 40대 연령층의 

건강증진행위 실천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는 중년층의 건강실천행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운동과 식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스스로의 건강을 책임

지고자 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학생의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연구한 심 등[19]의 연구와 노인의 주관적 

구강 건강 상태와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연구한 백[13]의 

연구와 한국 성인의 건강과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연구한 

송[13]의 결과 일치하였다. 이는 성별에 따라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차이가 있으며 여성의 경우 구강과 관련한 삶의 만족도

와 안녕(Wellbeing)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에 따른 건강실천행

위는 모든 영역에서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건강실천행위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실천행위의 실천 정도가 

높아졌다. 이는 주관적 구강 건강이 전신건강상태에 직⋅간접적

Independence variable β S.E EXP(β) t(p) F(p) 


(Constant) 2.167 0.132 16.372(0.000)
17.877(0.000) 0.108

Subjective oral health level 0.622 0.147 0.328  4.228(0.000)

<Table 5> The effect of subjective oral health level on health behavior practice

Independence variable B SE β t(p) F(p) 


(Constant) 3.686 0.196 18.810(0.000)
11.084(0.001) 0.070

Subjective oral health level 0.725 0.218 0.264  3.329(0.001)

<Table 6> The effect of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on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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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최 등[13]의 연구와 주관적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구강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건강증진행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한 고[13]와 김 등

[18]의 연구 결과가 본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또한, 

구강 건강 상태가 주관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주관적 구강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주관적 건강 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윤[20]의 연구와 주관적 구강 

건강과 구강관리 자기 효능감, 건강실천행위의 관련성을 연구한 

강 등[21]과 허[10]의 연구 결과가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

여 연구 설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주관적 건강 상태를 긍정

적으로 인식하고 구강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건강증진행위

를 보이며, 신체 및 구강건강 상태를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구강 관리와 관련한 건강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구강 건강 수준은 구강 건강 뿐 아니라 전신 건강 

증진을 위한 행동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스스로 지각된 건강 상태는 신체와 정신 그리고 사회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안녕(Wellbeing)상태를 말하며, 주관

적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건강증진을 위한 실천 행위를 적극적으

로 수행하게 된다[18]. 따라서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전신 및 구강 건강에 대한 통합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강 및 건강증진에 대한 동기유발을 

통해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인다면 건강실천행위를 통한 

포괄적 건강 상태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에 따른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구강 건강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구강 건강과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1,12,13,14, 

19,22], 스스로 인식하는 구강 건강 상태에 따라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차이가 있으며, 구강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특히, 구강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 건강 수준도 높았고, 

구강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 건강 및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송[1]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 목적

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파악하는 가장 효과적인 요인이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13], 스스로 보고한 구강건강이 좋을수록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1,12,13,14, 

19,22]. 또한, 객관적 구강 상태에 해당하는 상실치와 우식치, 

충전치 및 보철물 개수는 기능제한, 신체 능력 저하, 심리 불편, 

사회적 불리 등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13] 본 연구와 깊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구강질환이 존재하고 충전 및 보철물의 수가 많을수록 

치아 및 구강 기능이 감소함에 따라 구강 건강 수준이 낮아지고, 

이는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13], 본 연구에서 사용된 OHIP-14와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의 구성 타당성과 연구 설계가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구강 증상인 저작 불편과 

구취와 관련한 경험이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22],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구강 문제가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건강한 구강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

여 개인 구강위생은 물론 정기적 구강 검진으로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인다면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령층에 맞는 생애주기별 구강 

보건교육을 통해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을 모니터링 한다면 

구강 건강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포괄적 건강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넷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은 입안이 안 좋아서 드시고 싶으신 것을 마음껏 먹지 못하거

나 입안의 문제 때문에 식사를 중간에 그만 두어야 했던 신체 

능력 저하와 관련한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과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백[13]의 

연구, 주관적 구강 건강 상태가 건강 책임이행, 운동 실천 행동, 

식습관, 금연실천 행동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난 허[1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저작 불편 경험과 신체 

능력 저하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허 등[22]의 연구, 

주관적 구강 건강 상태와 신체 능력 저하, 기능 제한, 심리능력 

저하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송[1]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하였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 상태가 스트레스 

관리, 건강 책임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고[7]

의 연구, 지각된 건강상태와 건강증진행위 실천이 정(+)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김 등[18]의 연구가 본 연구를 적극적

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에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과 건강실천행위 그리고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의 깊은 관련성 파악하여 주관적으로 인지한 

구강 건강 수준은 구강건강 뿐 아니라 전신 건강 증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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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변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은 구강 건강과 관련한 안녕(Wellbeing)상태를 설명함

에 있어서 포괄적 건강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관

적으로 인지한 구강 건강과 건강실천행위의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에서,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의 관련성

을 함께 파악하여 전신 건강과 구강 건강 간의 융합 연구를 

시행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다만, 연구대상자

를 일부 지역의 성인으로 하여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므로 표본 

선정은 물론,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관련한 확장 연구가 

계속된다면 건강실천행위를 통한 전신 및 구강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관적 구강 건강 수준과 건강실천행

위,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며, 스스로 

인지하고 보고한 구강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을 위한 실천행

위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정하였다. 이에 지속적인 구강 건강 

수준 평가를 위한 계속 구강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구강 건강 수준 향상은 물론 구강 건강증진과 관련한 동기유발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신 및 구강 건강의 

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가 되어 전신 건강과 구강 

건강의 상호 포괄적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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