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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치 생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본인자각구취의 련요인과 스트 스  강박증과의 계를 악

하여 구취 방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체 상자의 스트 스 평균은 1.76 , 

강박증의 평균은 1.62 , 본인자각구취도의 평균은 1.84 으로 나타났다. 에 흰 막이 가끔 끼는 군에서 스트

스 1.79 (p=0.003), 강박증 1.64 (p=0.042), 본인자각구취 1.89 (p=0.001), 본인의 구강 내 증상에서는 가 

하얗고, 입안이 끈 인다고 느끼는 군에서 스트 스 2.02 (p=0.000), 본인자각구취 2.00 (p=0.000)으로 나타났

다. 구강건조감에서는 자주 느끼는 군이 스트 스 2.23 (p=0.000), 강박증 1.95 (p=0.000), 본인자각구취 1.89

으로 나타났다(p=0.046). 본인자각구취는 강박증과 r=0.133으로 약한 양의 상 계를 나타냈고, 스트 스와 

강박증은 r=0.425로 높은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 이에 구취의 다양한 원인을 악함과 더불어 정서  요인

에 해 심을 가지며, 미래의 환자 구취 리를 담당할 치과 생사로서 꾸 한 교육을 통한 인식의 고취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offer basic data for preventing halitosis by understanding about the factors related to 

self-awareness of halitosis and about the relationship with stress and compulsion targeting students for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s a result of research, the whole subjects were indicated to be 1.76 points for the mean in stress, 1.62 points for the 

mean in compulsion, and 1.84 points for the mean in self-awareness of halitosis. The group of feeling the tongue to be white and 

the inside of the mouth to be sticky in own symptom inside the mouth was indicated to be 2.02 points(p=0.000) for stress and 

2.00 points(p=0.000) for self-awareness of halitosis. The group of often feeling a sense of oral dryness was indicated to be 2.23 

points(p=0.000) for stress, 1.95 points(p=0.000) for compulsion, and 1.89 points(p=0.046) for self-awareness of halitosis. The 

self-awareness of halitosis stood at r=0.133 with compulsion, thereby having indicated slight positive correlation. Stress and 

compulsion showed high positive correlation with r=0.425. Accordingly, there is a need of infusing recognition through steady 

education as a dental hygienist who will have interest in emotional factor along with grasping diverse causes for halitosis, and who 

will be in charge of a future patients' hali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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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는 질  만족으로 삶의 목 이 변화하 고[1],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 한 7.2%를 넘어서 고령

화 사회로 진입하여 수명연장에 한 요구도와 건강

과 구강건강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2].

구취는 구강  인  기 에서 발생되어 구강을 통

해 외부로 나오는 냄새를 말하며 구에게서나 발생

되지만 일반 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악취를 말한다[3]. 이러한 구취가 내재된 인들은 

사회생활하기가 어려우며, 인 계에 자신이 없고 

축되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하기가 힘들다. 그러

므로 구취는 사회  건강의 유지 증진이라는 측면에

서 조 되어야 한다[4][5]. 구취는 크게 신체  원인과 

정서  원인의 2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고, 정서  원

인은 정신 신경  구취와 구취 강박증이 있다. 정신 

신경  구취는 구취로 인하여 환자가 불안과 조와 

같은 심리  특성을 보이고 객  구강 가스 검사 

수치나 능검사 시에는 정상이지만 본인 스스로는 

계속 구취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정 심

리 인 상태가 실제로 구취를 유발할 수도 있다. 한 

구취강박증은 자신의 구취에 한 과도한 심과 특

별한 염려를 가지고 있으며 객 , 의학 으로 감지

될 수 없는 구취를 호소하고, 흔히 타인과 화 에 

얼굴을 돌리거나 피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자신의 행

동에 제약을 가하고 사회  교류를 피하게 하는 행동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5].

구취를 조 하기 해서는 정서  요인인 스트 스

와 강박증의 한 진단도 필요하다. 스트 스란 인간

과 환경의 평형을 방해하는 특성을 지닌 자극으로서

의 개념과 환경  요구  내 인 요구가 개인, 사회, 

조직체계의 응능력보다 과  할 때 나타나는 반응

정도를 뜻한다[6]. 스트 스는 몸속 기 을 자극하거

나 억제하여 그 기 의 기능부 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일반 인 신질환 뿐

만 아니라 구강건강에도 스트 스는 향을 미치고 

있다[7]. 

오정규등[8]은 구강건조증 환자군에서 소화불량, 불

면증, 장염 등과 같이 스트 스와 련된 질환의 정

신병력이 많이 찰되었다고 하 고, Queiroz등[9]은 

스트 스 노출 후에 타액분비율이 감소하는 동시에 

황화합문의 농도는 상승했다고 보고하 다.

구취의 정서  요인  강박증은 반복해서 떠오르

며 떨쳐버릴 수 없는 생각의 강박 인 사고와 본인이 

의식하면서도 거부하기 힘들어서 반복 으로 나타나

는 강박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로 그 증상으로 씻

기 행동, 확인  반복 행동, 정리 행동, 수집 행동 등

이 있다[10].

이승렬등[11]은 간이정신진단검사와 구취 측정 검

사를 시행하여 강박증, 불안, 편집증과 구취와의 상

성을 보고하 고, 김[12]은 모즐리 강박증 척도를 이

용하여 구취와 강박증과의 계를 규명하 다.

재까지 구취와 생리  요인, 병  요인에 한 

연구는 많으나 구취와 정서  요인에 한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 생학과 여학생들

을 상으로 본인자각구취, 구취 련요인을 조사하여 

스트 스  강박증과의 상 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2.1 연구 상

본 연구는 2012년 5월7일부터 6월1일까지 충남지역 

S 학교, 북지역 H 학교, 남지역 C 학교에 재

학 인 치 생학과 1학년에서 4학년 학생을 상으

로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에 의해 응

답하게 한 후 총 292부를 회수하 다. 이  응답이 

불성실한 11부를 제외한 281부를 최종분석 상으로 

하 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본 연구에 합

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5][7][13].

설문항목은 구취 련 특성, 구강건강행동, 재병력

과 습 , 스트 스 자각정도, 강박증 련 문항으로 구

성하 다. 

스트 스 자각정도를 측정하기 한 도구로는  

Zung이 개발한 ‘The self rating anxiety scale'을 사

용하 고,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13]. 환자의 강박 

상태를 악하기 한 도구는 구취 환자의 심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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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문항(강박증 여부 조사)표를 사용하 고, 18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5]. 본인구취자각도는 3 (안 남 1

, 조  남 2 , 확실히 남 3 ), 스트 스와 강박증 

문항은 리커트형의 4  척도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Cronbach’s alpha는 각 0.836, 0.781이었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15.0 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상자의 구취 련 특성, 구

강건강행동, 재병력  습 에 따른 구취 련요인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 고, 스트 스  강박증

에 따른 본인자각구취도는 T-test를 실시하 다. 본

인자각구취와 스트 스  강박증과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Ⅲ. 연구 결과

3.1 조사 상자의 구취 련 특성  

조사 상자의 구취 련 특성을 살펴보면, 먼  스트

스 평균은 1.76±0.37 , 강박증의 평균은 1.62±0.35 , 

본인이 자각하는 구취도의 평균은 1.84±0.48 으로 나타

났다. 

연령에서 22세 이상인 군의 스트 스는 1.82 으로 

21세 이하인 군 1.71 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3). 최근 1년 이내에 구취

를 지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는 본인이 구취를 자

각하는 군이 2.00 으로 그 지 않은 군 1.83  보다 높

게 나타났다(p=0.000). 과거에 구취를 지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스트 스가 1.92 으로(p=0.003), 강박증

은 1.76 으로(p=0.002), 본인자각구취는 1.98 으로 높

게 나타났고(p=0.023), 지 상자가 친구나 애인인 경

우에서는 스트 스가 2.17 (p=0.000), 강박증은 1.93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p=0.000), 부모인 경우에서 본인

자각구취가 2.11 으로 높게 나타났다(p=0.022). 구취의 

치료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본인자각구취도가 2.00 으

로 높게 나타나 통계 인 유의성을 나타냈다(p=0.000)

(표 1).

3.2 구강건강행동에 따른 구취 련요인

구강건강행동에 따른 구취 련요인을 살펴보면, 양

치 후 솔질을 하는 경우에서 강박증이 1.63 으로 

그 지 않은 군 1.48 보다 높게 나타났고(p=0.005), 

본인자각구취에서는 솔질을 하는 경우가 1.83 으

로 하지 않는 군 2.00  보다 낮게 나타났다

(p=0.000). 에 흰 막이 가끔 낀다는 경우에서 스트

스가 1.79 으로(p=0.003), 강박증은 1.64 으로

(p=0.042), 본인자각구취는 1.89 으로 각각 높게 나

타났다(p=0.001). 일일 잇솔질 횟수의 경우 5회 이상

인 군에서 강박증이 1.45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p=0.025), 본인자각구취도는 2.06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0.011), 본인의 구강내 증상에서는 가 

하얗고, 입안이 끈 인다고 느끼는 군에서 2.02 으

로 높게 나타났고(p=0.000), 본인자각구취에서도 가 

하얗고, 입안이 끈 하다고 느끼는 군과 치아우식증

이 있는 군에서 각 2.00 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00)(표 2).

3.3 재병력  습 에 따른 구취 련요인

재병력  습 에 따른 구취 련요인을 살펴보

면, 장질환이 있는 군에서 스트 스가 2.03 으로 

질환이 없는 군 1.73 보다 높게 나타났고(p=0.007), 

강박증에서도 1.81 으로(p=0.026), 본인자각구취에서

도 2.31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0). 평소습

의 경우 군것질을 하는 군에서 스트 스가 1.82

으로 높게 나타났고, 구호흡 1.81 , 코골이 1.58  

순으로 나타났으며(p=0.003), 강박증에서도 군것질을 

하는 군에서 1.70 으로 높게 나타났고(p=0.001), 본

인자각구취에서는 코로 숨을 쉬는 구호흡의 군에서 

2.05 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0). 구강건조감을 자

주 느끼는 군에서 스트 스가 2.23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p=0.000), 강박증도 1.95 (p=0.000), 본인자

각구취에서는 약간과 자주 느낌에서 각 1.89 으로 

높게 나타났다(p=0.046). 구취에 한 걱정과 심이 

보통인 군에서 스트 스가 1.69 으로 낮게 나타났고

(p=0.002), 강박증에서는 걱정을 하는 군에서 1.69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p=0.013), 본인자각구취에서도 

2.10 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0)(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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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스트 스 p 강박증 p 본인자각구취 p

연령
≤21 159 1.71±0.36 0.013* 1.62±0.33 0.870 1.86±0.51 0.471

22≤ 122 1.82±0.38 1.62±0.38 1.82±0.45

최근구취

지 경험

있음 17 1.81±0.29 0.572 1.63±0.29 0.885 2.00±0.00 0.000
**

없음 264 1.75±0.37 1.62±0.36 1.83±0.50

과거구취

지 경험

있음 52 1.92±0.43 0.003
**

1.76±0.40 0.002
**

1.98±0.58 0.023
*

없음 229 1.72±0.34 1.59±0.33 1.81±0.45

지 상

부모 18 1.70±0.40 0.000
**

1.56±0.37 0.000
**

2.11±0.47 0.022
*

형제 12 1.79±0.28 1.74±0.42 2.08±0.51

친 구 ,     

애인
22 2.17±0.40 1.93±0.37 1.82±0.66

구취조

치료경험

있음 20 1.80±0.28 0.566 1.61±0.31 0.888 2.00±0.00 0.000
**

없음 261 1.75±0.37 1.62±0.36 1.83±0.50

total 281 1.76±0.37 1.62±0.35 1.84±0.48

특성 구분 N 스트 스 p 강박증 p 본인자각구취 p

양치 후

솔질 여부

266 1.76±0.38 0.177 1.63±0.36 0.005
**

1.83±0.49 0.000
**

아니오 15 1.69±0.17 1.48±0.17 2.00±0.00

에 

흰 막 여부

가끔 낌 231 1.79±0.37 0.003** 1.64±0.37 0.042* 1.89±0.47 0.001**

낀  없음 50 1.62±0.34 1.55±0.25 1.62±0.49

일일 

잇솔질 횟수 

≤2 74 1.69±0.33 0.383 1.61±0.36 0.025
**

1.78±0.41 0.011
*

3 151 1.78±0.38 1.67±0.37 1.89±0.46

4 40 1.76±0.39 1.53±0.29 1.68±0.57

5≤ 16 1.80±0.40 1.45±0.20 2.06±0.57

본인 

구강 내 증상

치은염 45 1.77±0.31 0.000
**

1.62±0.35 0.079 1.96±0.52 0.000
**

치아우식증 72 1.76±0.35 1.69±0.40 2.00±0.41

구강건조감 47 1.82±0.37 1.60±0.33 1.85±0.51

가 하얗고, 끈 임 26 2.02±0.31 1.70±0.25 2.00±0.00

없음 91 1.64±0.39 1.55±0.35 1.62±0.49

total 281 1.76±0.37 1.62±0.35 1.84±0.48

표 1. 조사 상자의 구취 련 특성에 따른 스트 스, 강박증, 본인자각구취도
Table 1. Stress, compulsion, and self-awareness of halitosis according to research subjects' halitosis-related 

characteristics

*p<0.05, **p<0.01

표 2. 구강건강행동에 따른 스트 스, 강박증, 본인자각구취도
Table 2. Stress, compulsion, and self-awareness of halitosis according to oral health behavior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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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스트 스 p 강박증 p 본인자각구취 p

재 

신질환

축농증, 비염 71 1.75±0.33 0.007
**

1.67±0.35 0.026
*

1.86±0.46 0.000
**

장질환 16 2.03±0.12 1.81±0.42 2.31±0.48

없음 194 1.73±0.39 1.59±0.34 1.80±0.47

본인

평소습

군것질 126 1.82±0.40 0.003
**

1.70±0.37 0.001
**

1.82±0.50 0.000
**

구호흡 56 1.81±0.33 1.60±0.31 2.05±0.40

코골이 13 1.58±0.31 1.68±0.32 2.00±0.00

기타 86 1.66±0.33 1.51±0.33 1.72±0.50

구강

건조감 

없음 77 1.58±0.30 0.000
**

1.61±0.30 0.000
**

1.73±0.45 0.046
*

약간 느낌 168 1.74±0.33 1.56±0.31 1.89±0.44

자주 느낌 36 2.23±0.29 1.95±0.45 1.89±0.67

구취

걱정  심

걱정 72 1.85±0.42 0.002
**

1.69±0.38 0.013
*

2.10±0.53 0.000
**

보통 168 1.69±0.34 1.63±0.36 1.83±0.37

걱정 안 함 41 1.86±0.35 1.49±0.21 1.44±0.50

total 281 1.76±0.37 1.62±0.35 1.84±0.48

*
p<0.05, 

**
p<0.01

표 3. 재병력  습 에 따른 스트 스, 강박증, 본인자각구취도 
Table 3. Stress, compulsion, and self-awareness of halitosis according to the current medical history and habit

3.4 스트 스  강박증에 따른 본인자각구취도 

스트 스  강박증에 따른 본인자각구취정도를 

살펴보면, 본인자각구취의 평균 수는 스트 스와 

강박증 모두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 높게 나타났

으나 스트 스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강박증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04)(표 4). 

표 4. 스트 스  강박증에 따른 본인자각구취도  
Table 4. Self-awareness of halitosis according to 

stress and compulsion

특성 N 본인자각구취 p

스트 스 낮은군§ 145 1.79±0.45 0.071

  높은군
¶

136 1.90±0.51

강박증 낮은군§ 169 1.78±0.46 0.004**

 높은군
¶

112 1.95±0.50

**
p<0.01

§, ¶ 
: Low and high group classified by the median 
score of each variable

3.5 본인자각구취도와 스트 스  강박증과의 

상 계 

본인자각구취와 스트 스  강박증과의 상

계를 살펴보면, 본인자각구취는 강박증과 r=0.133으

로 약한 양의 상 계를 나타냈고, 스트 스와 강박

증은 r=0.425(p=0.000)로 높은 양의 상 계를 나타

냈다(표 5).

표 5. 본인자각구취도와 스트 스  강박증과의 
상 계

Table 5. Correlation between self-awareness of 
halitosis and stress & compulsion

본인자각구취 스트 스 강박증

본인자각구취 - 0.010 0.133
* 

스트 스 0.010 - 0.425**

강박증 0.133
*
 0.425

**
-

*
p<0.05, 

**
p<0.01

Ⅳ. 고 찰

각 사람마다 구취에 해 느끼는 심리  스트 스

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정도는 그 환자가 처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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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취를 표 하는 환자에 

있어서 보다 요한 문제는 구취에 한 자신의 만

족이나 허용 한계와 구취 염려에 한 심리 인 

향력이다. 그러므로 구취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 시 

병 , 생리  요인 뿐 아니라 정서  요인도 포함해

야 할 것이다. 

이에 구취자각도와 구강건강행동, 재병력, 습 , 

스트 스, 강박증과의 련성을 규명하여 효율 인 

구취진단과 치료를 시행하도록 하고, 국민의 구강건

강을 향상시키는 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본인이 자각하는 구취도는 3  만

에 1.84±0.48 으로 100  만  시 61 을 나타내어 

반 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경수[14]는 구취환자와 

일반인을 상으로 조사한 주  구취정도는 10  

만 에 구취환자 6.0, 일반인 3.0 으로 100 으로 환

산 시 구취환자는 60 으로 본 연구의 여 생 구취

자각도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객  구

취가 아닌 주  구취로 일반인보다는 여학생들이 

구취에 한 심과 염려 등을 가지고 있어 본인이 

구취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신

이 인식하는 구취는 타인과의 계에서 두려움을 발

생하게 하고, 이러한 두려움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방

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구취 인식도는 포 인 

건강증진 측면에서 볼 때 의사나 치과의사  치과

생사 등에게 요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으리

라 생각된다[15]. 이승렬등[11]은 구취인식 유형  

타인에 의한 지 이나 타인의 행동으로 인한 추측 

없이 스스로 구취를 인지하는 유형은 여성 구취 환

자에서만 찰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구취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자각구취도가 높게 나타났고, 

구취 지 상이 부모 형제가 아닌 친구, 애인인 경

우에는 상 으로 높은 스트 스, 강박증 정도를 나

타내었다. 

신승철과 이건수[16]는 구취에 가장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설태를 들었고, Miyasaki등[17]은 일반 

을 상으로 검사 시 구취가 치주질환과 함께 설

태와 유의한 상 성이 있음을 언 하 으며, 구취 원

인으로 은층에서는 주로 설태가 작용하나 노년층

에서는 치주질환과 함께 설태가 원인이 된다고 보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솔질을 하지 않는 경우와 

에 흰막이 낀  있는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들

보다 본인자각구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설태가 

구취 유발 요인으로 구취 방과 치료에 있어 솔질

의 구강건강행동을 더욱더 실천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구강건조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일부에서만 

실제 타액선 기능 하의 객  증거가 찰되었으

며, 이로 미루어 볼 때 타액선 기능은 정상이지만 정

서  요인 등 여러 가지 외부 , 환경  향으로 구

강건조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18][19]. 본 연구에서 가 하얗고, 끈

임을 가지는 군과 구강건조감을 자주 느끼는 군에

서 그 지 않은 군들에 비해 스트 스와 강박증 지

수가 높게 나타나 정서  요인이 구강 건조에 여

한다는 주장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돈녕등[20]은 장  질환이 있는 군에서 황화

수소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 장  질환이 구취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장질환 

있는 학생들은 스트 스와 강박증이 다른 질환에 비

해 높게 나타났고, 본인자각구취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 스와 강박증이 높은 경우 소화

불량, 장염 등의 증상을 호소할 수 있고, 구취에 

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스트 스는 자각구취도와 상 계가 

없다고 나타나 김정술과 지윤정의 연구와 같은 결과

를 보 다[4]. 하지만 정지숙[21]은 스트 스를 많이 

느끼는 여학생들이 스트 스가 없는 경우보다 구취

를 더 자각하고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에 사용된 스트 스에 

한 도구가 모두 다르고, 주 인 구취자각도를 평

가한 설문조사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되었

다. 따라서 스트 스와 같은 정서  요인 조사에 필

요한 과학 이고 체계 인 표 화된 진단방법이 요

구되었고, 객  구취도와의 상 성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본 연구에서 강박증과 본인자각구취는 양의 상

계를 나타내어 여성을 상으로 조사한 이승렬[14]

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함동선[22]은 구취환자

군은 조군인 정상인군에 비하여 신체화, 강박증, 

인 민성, 정신증에서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고 하 다. 이에 강박증이 구취에 민감하게 작용되어 

임상에서 구취환자 진단 시 정서  요소에 한 고

려는 더욱더 요하다고 사료되었다. 따라서 구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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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 신 , 구강 내 요인 등의 신체  요인 

뿐 아니라 정서  요인을 함께 평가하여 올바른 구

취조  진료방향을 결정하고 구취 방과 리에 힘

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가 주 으로 느낀 구취자각만을 

악하여 구취에 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이다. 이러한 은 향후 연구에서 객 인 

구취 측정치를 근거로 구취 련요인과의 계를 규

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부 치 생학과 여 생만을 상으로 하

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상자를 확 한 지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구취와 심리  요인과의 인과  선후 계를 

밝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장차 진료실내 구취 련 상담과 교육을 

담당하게 될 치 생학과 여학생들을 상으로 구취실

태를 살펴보고, 본인자각구취의 련요인과 스트 스 

 강박증과의 계를 악하는 서술  상 계 연구

로서, 체계 인 구취제거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 자료

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결과 체 상자의 스트 스 평균은 1.76

, 강박증의 평균은 1.62 , 본인자각구취도의 평균

은 1.84 으로 나타났다. 양치 후 솔질을 하는 군

에서 강박증이 1.63 (p=0.005)으로 높게 나타났고, 

본인의 구강내 증상에서는 가 하얗고, 입안이 끈

인다고 느끼는 군에서 스트 스 2.02 (p=0.000), 

본인자각구취에서도 가 하얗고, 입안이 끈 인다

고 느끼는 군과 치아우식증이 있는 군에서 각 2.00

(p=0.000), 장질환이 있는 군에서는 스트 스가 

2.03 (p=0.007), 강박증  본인자각구취는 각 1.81

(p=0.026), 2.31 (p=0.000)으로 나타났다. 구강건조

감에서는 자주 느끼는 군이 스트 스가 2.23

(p=0.000), 강박증도 1.95 (p=0.000), 본인자각구취에

서는 약간과 자주 느낌에서 각 1.89 으로 나타났다

(p=0.046). 본인자각구취는 강박증과 r=0.133으로 약

한 양의 상 계를 나타냈고, 스트 스와 강박증은 

r=0.425로 높은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

이에 구취의 신 , 생리 , 정서 , 구강 내·외 

다양한 원인을 조기 리  방하고, 구취에 한 

한 계속 리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구취의 종합 이고 객 인 검사와 정서  

요인에 의한 구취의 련인자를 감별하여 임상에서

의 환자맞춤 상담과 구강 생지도가 병행해서 이루

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진료실내에서 구취조  진료방향을 결

정함에 있어 명확한 기 에 의한 구취 방  치료

로그램의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비 치과 생사들의 지속 인 심과 교육

이 바탕이 되어 장에서 환자들의 올바른 인식 확

립과 합한 구취지도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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