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

를 겪게 되는 중한 경험을 하며, 가장 극심한 심리적 변

화를 일으킨다[1]. 이 시점에 발생하는 측두하악장애의 

징후는 미래의 성인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성장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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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접근성이 용이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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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고, 측두하악장애 자각증상과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특성불안은 측두하악장애 자각증상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고등학생들의 측두하악장애 자각증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강 악습관, 건강습관, 특성불안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등학생들의 시기에 맞는 적절한 불안 대처 및 구강 악습관 관리에 적극적인 소통과 개입이 요구되며, 더불어 사전예방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대응을 접목한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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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서보다 더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2].

흔히 턱관절 장애라고 알려져 있는 측두하악장애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TMD)는 저

작계에 발생하는 다수 장애들의 복합체를 의미하는 것

으로, 턱관절 및 연관 조직의 기능적 부조화로 야기되

는 측두하악관절 및 저작근 부위의 여러 임상적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이다[3,4]. 측두하악장애는 생물

학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환경적인 다인성병인이 원인

이 되어 나타난다[5]. 

측두하악장애는 대부분이 15세에서 45세 사이에 분

포하고, 인체의 타 관절에 비해 10대부터 발생률이 증

가된다[6]. 청소년기는 측두하악장애로 인해 수면장애

나 학습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약물남용이나 학교 결

석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7]. 구강질환과 더불어 측두하악장애도 관절 잡

음과 관절 통증 등으로 인해 저작 장애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8]. 

특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 고민 및 대학 진학, 입시 실패의 두려움, 부모님의 

기대감 등으로 정신적 압박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업

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9].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는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의 관계가 밀접하며

[10], 스트레스로 심리상태가 불안해지면 구강 악습관

을 발생, 심화시킬 수 있다. 

측두하악장애의 주요한 원인 중 정신·생리학적 요인

에 대해서는 이갈이, 이 악물기와 같은 구강 악습관으

로 만성적인 근육긴장 및 안면 통증이 발생 된다고 하

였다[11]. 구강 악습관은 한두 번의 자극으로는 특별한 

장애나 외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반복이 지속되는 경우 

작은 외상들을 유발해서 추후 다른 근골격계 증상을 비

롯한 측두하악장애가 발생 될 수 있고 여러 형태로 인

체에 영향을 준다[2]. 청소년기에 형성된 건강 위험행위

가 습관으로 형성된 이후에는 고치기 힘들 수 있으므로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신체적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1].

일반적으로 측두하악장애는 불안·긴장·강박관념·신

경과민·완전성·신경증·지배성·정서적·불안정·공격성·우

울증 등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13]. 

특성불안은 안정적인 성격적 성향 또는 소인이라 할 수 

있으며, 걱정하기 쉬운 상태를 의미한다[14]. 불안장애

와 높은 수준의 특성불안이 부정 정서와 신경증적 경향 

등과 같은 요인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15,16].

측두하악장애는 급성 통증을 유발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큰 불편감을 느끼지는 않지만 치료 시기를 놓

치거나 지속해서 방치하면 전신적인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치료과정에서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

아 치료 기간도 긴 편으로, 발생 후 치료적 접근을 하는 

것보다 그 전에 발병 원인을 알고 개선, 예방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2]. 또한 고등학생들이 느끼는 턱관

절 기능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을 단순 스트레스 및 피로

감으로 방치한다면 스스로의 건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

라 전신질환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측두하악장

애와 관련 원인들을 자세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1]. 

고등학생에게 측두하악장애에 대한 개요 및 건강한 

생활태도법, 구강 악습관 방지 교육, 계속적 구강건강행

위 등을 통한 예방적 관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며, 

치과적 치료에 앞서 심리사회적 상태를 수용해 보는 것

은 측두하악장애의 치료 효과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구강 악습관과 연관된 측두하악관절 장애 논

문은 있으나 관련된 제 변인인 특성불안과 건강습관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측두하악

장애 자각증상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측두하악 건강

관리에 있어 도움이 되는 접근성이 용이한 프로그램 개

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측두

하악장애 자각증상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

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제 특성별 구강 악습관, 특성 불안, 

측두하악장애 자각증상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연구대상자의 구강 악습관, 특성불안, 측두하악장

애 자각증상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연구대상자의 측두하악장애 자각증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구강 악습관, 특성불

안과 측두하악장애 자각증상과의 관계와 측두하악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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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증상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대전·전

북 지역의 일부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편의표본추출 하

였다.

2.2.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표본크기는 G*power version 3.1.9 

program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 유의수준 0.05, 예측변수

(일반적 특성 및 구강 악습관, 특성불안, 측두하악장애 

자각증상)를 10개로 감안하였을 때, 표본 크기 최소인

원은 172명이었고, 탈락자를 고려하여 20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에서 불충분한 11부를 

제외한 189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2.3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필요

성, 목적과 내용, 취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밀보장과 익명성을 약속한 후 실시

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이러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연

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설문조사에 임하였다.

2.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7문항, 구강 악습관 9문항, 

특성불안 19문항, 측두하악장애 자각증상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강 악습관은 김의 연구에서 개발된 이 

악물기, 이갈이, 편측 저작, 턱을 괴는 습관, 입술이나 

볼, 손톱을 깨무는 습관 등이 포함된 설문으로 구성되

었다[10]. 특성불안은 Spielberger et al. 이 개발한 상

태-특성불안척도(STAI)를 한 등이 번안, 타당화한 척도

를 수정·보완하여 특성불안만을 사용하였다[17,18]. 측

두하악장애 자각증상은 측두하악장애의 정도를 스스로 

인식하는 증상과 관련된 원인으로 Zarb & Carlsson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수정·보완한 김 등의 도구를 

사용하였다[19,20].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

가 높을수록 구강 악습관, 특성불안, 측두하악장애 자각

증상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습관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여 각 지점들을 구획하여 분석 

후 얻은 cut off point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큰 

방법으로 정하였고, 3점 미만은 건강습관정도가 낮으며, 3

점 이상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구강 악습관 Cronbach’s 

α는 0.740, 특성불안  Cronbach’s α는 0.865, 측두하악

장애 자각증상 Cronbach’s α는 0.822이었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MB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연구대상자에게 사용한 변수 특성 및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 악습관, 특성불안, 측두하악장애 자각증상은 

T-검정, 일원분산분석법을 하였으며, 일원분산분석법 

후 평균비교는 Scheffe'를 사용하였다. 구강 악습관, 

특성불안, 측두하악장애 자각증상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측두하악장애 

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유의수준은 α=0.05로 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에게 사용한 변수의 특성 

Table 1과 같이 구강 악습관은 3.27점, 특성불안은 

2.64점이었으며, 측두하악장애 자각증상은 2.98점으로 

나타났다.

Table 1. Reliability of instrument scales

Variables N Item M SD
Cronbac

h's ⍺

Oral

parafunctional

habits 

189 9 3.27 0.67 0.740

Trait anxiety 189 19 2.64 0.38 0.865

Perceived

symptoms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189 10 2.98 0.72 0.822

3.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2와 같이 남학생이 49.2%, 여학생이 50.8%

로 나타났고, 가정경제상태가 중인 경우가 59.8%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성적이 중인 경우가 6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는 보통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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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만족 36%, 불만족 

21.2% 순으로 나타났으며, 규칙적으로 스트레스를 푸

는 활동을 하는 경우는 27.5%, 안한다는 경우는 72.5%

로 나타났다. 정기적인 치과검진을 하는 경우 31.7%, 

하지 않는 경우 68.3%로 나타났으며, 건강습관정도가 

3점 이상인 높은 군은 66.7%로 3점 미만인 낮은 군 

33.3%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Unit : N(%)

Characteristics Divisions N %

Sex 
Male student 93 49.2

Female student 96 50.8

Household

economic

status

High 32 16.9

Middle 113 59.8

Low 44 23.3

School 

records 

High 23 12.2

Middle 124 65.6

Low 42 22.2

School life

satisfaction  

Satisfied 68 36.0

Average 81 42.9

Dissatisfied 40 21.2

Stress-relieving

activity

Yes 52 27.5

No 137 72.5

Regular dental 

check-up

Yes 60 31.7

No 129 68.3

Health 

habit level 

<3 63 33.3

≥3 126 66.7

Total 189 100.0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 악습관, 

특성불안, 측두하악장애 자각증상 

Table 3과 같이 구강 악습관에서 가정경제상태는 

하인 경우 3.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 3.29점, 

상 3.03점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특

성불안은 여학생이 2.75점으로 남학생 2.54점보다 높

게 나타났고, 가정경제상태는 하인 경우 2.77점, 중 

2.64점, 상 2.48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습관정도가 

3점 미만인 경우 2.78점으로 3점 이상인 경우 2.57점

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측두하악장애 자각증상은 학교 성적이 하인 경우 3.11

점, 중 3.06점, 상 2.56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습관

정도가 3점 미만인 경우 3.16점으로 3점 이상인 경우 

2.88점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4 연구대상자의 구강 악습관, 특성불안, 측두하악

장애 자각증상 간의 상관관계 

Table 4와 같이 구강 악습관과 특성불안(r=0.390, 

p<0.01)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측두하악장애 자

각증상(r=0.345, p<0.01)과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

으며, 특성불안은 측두하악장애 자각증상(r=0.301,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3. Oral parafunctional habits, trait anxiety, perceived symptoms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s

Oral

parafunctional 

habits 

p-value Trait anxiety p-value

Perceived

symptoms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p-value

Sex 

Male

student
3.32±0.73 0.337 2.54±0.45 0.000*** 3.02±0.76 0.553

Female

student
3.22±0.58 2.75±0.26 2.95±0.69

Household

economic

status

High 3.03±0.59 0.048* 2.48±0.36a 0.004** 3.17±0.65 0.236

Middle 3.29±0.63 2.64±0.38ab 2.92±0.75

Low 3.40±0.75 2.77±0.37b 3.07±0.67

School 

records 

High 3.26±0.75 0.777 2.68±0.27 0.200 2.56±0.56a 0.002**

Middle 3.29±0.64 2.67±0.35 3.06±0.67b

Low 3.21±0.68 2.55±0.50 3.11±0.86b

School life

satisfaction  

Satisfied 3.36±0.62 0.082 2.67±0.31 0.121 2.97±0.73 0.840

Average 3.29±0.66 2.68±0.41 3.02±0.75

Dissatisfied 3.07±0.72 2.53±0.42 2.95±0.67

Stress-relieving

activity

Yes 3.30±0.67 0.681 2.72±0.40 0.100 3.07±0.70 0.311

No 3.26±0.66 2.61±0.37 2.95±0.73

Regular dental

check-up

Yes 3.31±0.67 0.561 2.68±0.43 0.321 3.03±0.73 0.574

No 3.25±0.66 2.62±0.36 2.96±0.72

Health 

habit level 

<3 3.33±0.80 0.446 2.78±0.46 0.003** 3.16±0.70 0.001**

≥3 3.24±0.58 2.57±0.32 2.88±0.73
*: p<0.05, **: p<0.01, *by t-test or one way ANOVA, ab≒a≒b: Scheffe post ho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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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Cognition of oral parafunctional habits, 

trait anxiety, perceived symptoms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 p<0.01

3.5 연구대상자의 측두하악장애 자각증상의 영향요인

Table 5와 같이 고등학생들의 측두하악장애자각증

상에 유의한 영향을 준 독립변수들은 구강 악습관

(t=3.561, p=0.000), 특성불안(t=2.439, p=0.016)이 

정(+)적 영향을 주었고, 건강습관(t=-2.911, p=0.004)

은 부(-)적 영향을 주었다. 잔차의 독립성에서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1.588로 2에 가까워 자

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는 0.835~0.974

로 1.0이하로 나타났으므로 위 모형은 유의하였으며

(F=14.548, p<0.001), 분산팽창지수(VIF)는 1.027~1.198

로 10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 측두하악장애 자각

증상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변수

인 학교 성적, 건강습관정도를 더미변수로 전환하고, 구

강 악습관, 특성불안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적 다

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등학생들의 측두하악장애 

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강 악습관(

=0.256), 건강습관(=-0.195), 특성불안(=0.177)이

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구강 악습관이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7.8%이었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perceived symptoms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Variables B SE  t p* Tolerance VIF

(constant) 1.804 0.442 4.079 0.000

Oral
parafunctional 
habits

0.280 0.079 0.256 3.561 0.000 0.846 1.182

Health habit 
level (≥3)

-0.215 0.074 -0.195 -2.911 0.004 0.974 1.027

Trait
anxiety

0.332 0.136 0.177 2.439 0.016 0.835 1.198

R=0.191, Adjusted R2=0.178, F = 14.548, (p<0.001), 
Durbin-Watson: 1.588

<3: reference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4. 논의

턱관절기능 장애의 증상은 다양하고 원인 또한 복잡

하며, 불안, 우울, 분노 등과 같은 정서적 인지 요인은 

청소년기의 신체적 활동 및 인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

다[21]. 

측두하악장애의 치료는 상담, 행동 조절, 약물 치료, 

물리치료, 교합 안정 장치의 사용 등의 보존적 치료로 

약 80%가 완치되고, 인지, 정서, 행동, 사회, 생물학적 

요인 등과 같이 여러 인자가 연관되어 있어 질환 자체

의 치료와 함께 다양한 기여 요인을 줄임으로써 치료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1,22,23].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측두하악장애 자각증

상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측두하악 건강관리에 있어 

도움이 되는 접근성이 용이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강 악습관은 가정경제상태가 하인 경

우가 높게 나타나 이는 김 등의 연구에서 월 소득에 따

른 구강 악습관은 소득이 적은 집단에서 그 정도가 높

아져 본 결과와 유사하였다[24]. 특성불안은 여학생에

서 높게 나타나 불안장애의 평생 유병율은 여성이 두 

배 이상 남성보다 높으며,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기에 

대부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25,26]. 측두하악장애 자각증상은 학교 성적이 

하인 경우, 건강습관정도가 낮은 경우에서 높게 나타나 

조 등의 연구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턱관절기능 장애는 

증가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강과 정의 연구

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성적의 부담감이 본인이 인

지하지 못한 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

는 원인으로 작용 될 수 있다고 하였다[1,27]. 김과 박

은 청소년기 측두하악장애에 대한 시험 관련 스트레스

의 영향을 보고하였으며, 청소년의 측두하악장애의 원

인을 확인하고 예방 차원의 대처 방안 설계가 중요하다

고 하였다[28]. 개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는 턱관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로 건강관리에 노력해야 한다[29].

본 연구에서 구강 악습관과 특성불안은 양의 상관관

계를 나타냈고, 측두하악장애 자각증상과도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으며, 특성불안은 측두하악장애 자각증상

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홍의 연구에서 정

신건강 수준과 구강 습관과 턱관절 증상이 양의 상관관

계를 나타냈으며, 사회적 부적응, 불안하고, 우울한 성

Oral
parafunctio
nal habits

Trait
anxiety

Perceived
symptoms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Oral parafunctional
habits

1

Trait anxiety 0.390** 1

Perceived symptoms 
of temporomandibul 
ar disorders

0.345** 0.3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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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일수록 구강 습관과 턱관절 증상도 높아지며, 구강 

습관이 나쁘면 턱관절 증상도 더 좋지 않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29]. 측두하악관절 장애나 구

강 습관을 일으키는 변인들은 심리적 요인과 함께 복합

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29]. 측두하악장애의 

증상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며, 각 

개인이 받는 정신적 부담은 같은 종류의 심적 요인이라 

하더라도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30]. 

김 등의 연구에서 구강 악습관지수가 높을수록 악관절

기능지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최와 류의 연구에

서도 구강내 악습관이 높으면 측두하악장애의 주관적 

증상이 높게 나타나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20,31]. 김 등의 연구에서

도 구강 악습관과 턱관절장애 자각증상의 상관성은 양

의 관계를 보여주어 본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구강 악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턱관절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악습관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한

다[24]. 악관절 증상과 구강건강 삶의 질에 영향 검증 

시 심리 불안의 매개효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연계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불안 

증상으로 인한 이갈이나 이 악물기 같은 악습관이 악관

절 장애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어 증상의 발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32-34].

본 연구에서 측두하악장애 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구강 악습관, 건강습관정도, 특성불안이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구강 악습관이었다. 이는 조 

등의 연구와 이의 연구에서처럼 구강 악습관 빈도가 높

을수록 턱관절기능 장애는 증가하였으며, 나쁜 자세나 

이갈이 등의 습관으로 인해 턱과 정신 병리와의 관련에 

관한 보고가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준다[1,2,35]. 측

두하악장애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만성 통증으

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자각증상이 있는 경우 초기 

치료를 하는 동시에 구강행태 개선과 평소 생활습관을 

좋게 유지하려는 노력 및 정신건강 상담치료를 병행하

면 효과적으로 턱관절 건강이 향상될 수 있다[29,36]. 

또한 개인의 심리 불안 요소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충분한 수면, 올바른 식습관 형성, 적절한 운동을 통하

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심리 프로그램 확대

가 필요하다[32]. 조 등의 연구에서 불안감이 있는 고등

학생이 턱관절 기능장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1]. 청소

년기에 구강 악습관이 있거나 스트레스 관리가 되지 않

으면 성인기에 측두하악장애 경험을 예측할 수 있어 이 

단계의 스트레스 대처와 구강 악습관 개선의 적극적인 

관리가 중요하다[2]. 

이에 고등학생들의 측두하악장애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불안 대처 및 구강 악습관 관리에 적극적

인 소통과 개입이 요구되며, 더불어 사전예방할 수 있

는 사회심리적 방안을 접목한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이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단면 연

구로 진행이 되어 측두하악장애에 미치는 요인들의 인

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고등학생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지역의 확대 및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관점을 

맞춘 폭넓은 전향적 후속 연구를 통한 인과관계 규명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본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측두

하악장애의 근본적인 요인에 대한 인지와 일련의 단계

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잠재적

인 측두하악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측두하악건강관련 구

강보건교육에 초점을 두었기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측두하악장애 자각증상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측두하악 건강관리에 있어 도움

이 되는 접근성이 용이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12월 1일

부터 30일까지 대전·전북지역의 일부 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편의추출하여 자기기입식방법으로 설문을 작성하

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구강 악습관은 가정경제상태가 하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특성불안은 여학생, 가정경제상태는 하인 경

우, 건강습관정도가 3점 미만인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

으며, 측두하악장애 자각증상은 학교 성적이 하인 경우, 

건강습관정도가 3점 미만인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다.

2. 구강 악습관과 특성불안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냈고, 측두하악장애 자각증상과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으며, 특성불안은 측두하악장애 자각증상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 고등학생들의 측두하악장애 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강 악습관, 건강습관, 특성불안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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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구강 악습관이었다.

이상의 결과, 고등학생들의 측두하악장애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불안 대처 및 구강 악습관 관리

에 적극적인 소통과 개입이 요구되며, 더불어 사전예방

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방안을 접목한 구강건강증진 프

로그램이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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