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elf-control on stress management an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422 high school students in Ulsan from December 1, 2014 to February 20, 
2015. The study instrument consisted of stress and self-control. The stress instrument included 17 items modified by Kim and Lee. The 
self-control instrument was modified by Kim and had 20 item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self-control an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stress on 
oral heal related quality of lif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to analyze the control effect of self-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ss an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Results: The higher stress level resulted in the lower oral heal related quality of life. The higher self-control maintained the higher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The higher long term pursuit of satisfaction led to higher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The immediate 
suppression of satisfaction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higher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Conclusions: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in self-control on stress management an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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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서론

자기 통제력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눈앞의 유혹이나 

▶ 본 연구는 울산과학대학교 2015년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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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을 억제하거나 그것에 저항하는 능력, 단기적인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말하며, 때로는 자기 조절이라고 한다. 

올바른 자기 통제력의 형성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시기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자아를 형성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질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

인이 된다[1]. 또한 개인 스스로 상황적인 요구에 적합하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으로 미래에 더 좋은 

결과나 장기적인 만족추구를 위해 일시적인 순간의 욕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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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에 의한 행동을 줄이고 즉각적인 만족을 자제시키는 능

력을 말한다[2].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처한 때

와 장소에서 즉각적이고 손쉬운 욕구충족을 추구하는 경향

이 있어 앞으로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장기적인 손실을 무

시하거나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3].

고등학생이 해당되는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넘어

가는 과도기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서, 신체적이나 사회

적 면에서 독립된 개체로 갖추어지고, 성격도 완성적으로 형

성되어가는 시기이다[4]. 이러한 시기를 성공적으로 발달시

켜 나가는 청소년들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적응의 문

제로 고통 받기도 한다[5]. 더구나 현대사회에서 고등학생들

은 학업과 더불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있어 다른 시기와

는 다른 특유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기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6], 스트레스는 신체의 여러 부분에 영향

을 줄 수 있고 실제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다양한 신체화 경

향을 유발 시킬 뿐만 아니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도 영향

을 줄 수 있으며[7] 건강실천지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

다고 보고되기도 했다[8]. 또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을 악화시키고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9-11],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스트레스 상

황에서라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강화시킨

다면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정도를 낮추어줄 뿐만 

아니라[2] 청소년 자신의 스스로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으

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12].

더불어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은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구강건

강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13]. 또한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

장은 가족의 안녕과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

가 되며 청소년기 질병의 경험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매우 급격한 변화를 해야 하는 시기임을 감안하면 그 영향

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14]. 실제 청소년기인 고등

학생들은 구강건강에 대한 관리 및 책임감이 소홀해지기 쉽

고[15], 이때 형성된 구강관리 습관은 성인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16] 스스로의 구강건강행위를 조절하고 통

제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자기 통제력의 관련성을 파악한 후 스트레스

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사이의 관계에서 자기 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과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자기통제력 강

화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고등학생들이 스

스로 자기 통제력을 파악할 수 있고, 자기통제력 향상을 위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울산지역 일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통

제력이 스트레스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조절효과

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2월 20

일까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조사결과가 연구자 이

외에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되지 않음을 설명한 후 동의한 학생 4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였으며 

기록이 누락된 6명을 제외한 422명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자로 설정하였다.

2. 연구도구

스트레스 수준은 김준호와 이동원(1996)[17]의 총 17문항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고, 자기 통제력은 김현숙(1998)[18]의 

자기통제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중 자기통제력 측정은 총 

20문항으로 10문항은 장기적인 만족을, 10문항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었으며, 자기통제력 

값은 장기적 만족 추구력과 즉각적인 만족 추구 억제력을 합한 

값으로 산정하였다. 여기서 즉각적 만족추구 억제력은 즉각적 

만족추구 정도의 점수에 대한 역 환산점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

여 적용하였다.

(즉각적 만족추구 억제력) = 5 - (즉각적 만족추구 정도) + 1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해서는 Slade와 Spencer 

(1994)[19]에 의해 개발된 척도인 OHIP-49를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되고 있는 OHIP-14를 사용하였다[13]. 각 문항에 

대해 ‘그런 적 없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자주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의 Likert식 척도로 

작성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항

목이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일반

적으로 알파(Alpha)계수가 0.6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신뢰성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3. 통계분석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WIN 통계프로

그램 18.0(IBM Co., Armonk, NY, USA)을 활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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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준 p<0.05, p<0.01, p<0.001에서 검증하였다. 본 연

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Cronbach′s α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스트레스, 자기

통제력,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자

기통제력,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살펴 보기위

해 단순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

시하고, 스트레스와 자기 통제력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였고, 스트레스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에

서 자기 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

석(hierarchic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인 스트레스, 자기통제

력,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간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스트레스는 자기 통제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맺는 것으로 나타나(r=-0.377, p<0.01),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자기 통제력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맺는 것으로 나타나(r=0.252, p<0.01)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부적 

상관을 맺는 것으로 나타나(r=-0.434, p<0.01)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2. 스트레스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스트레스 전체 점수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

는 R2=0.189로,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스트레스는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해 18.9%의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회귀

계수는 =-0.434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해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p<0.001) 결국 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낮아지며, 스트레스가 

Mean SD Stress Self-Control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Stress 2.41 0.521 1

Self-Control 3.53 0.423 -0.377** 1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3.94 0.608 -0.434** 0.252** 1
**p<0.01 by product moment correlation analysis

Table 2.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stress, self-control,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Characteristics Division Cronbach alpha
Stress Family Stress 0.836

Academic Achievement Stress 0.754
Friend Stress 0.810
Appearance Stress 0.690
Material Stress 0.770
Total Stress 0.847

Self-Control Long-term pursuit of satisfaction 0.754
Immediate pursuit of satisfaction 0.791
Total Self-Control 0.833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Physical factors 0.821
Psychological factors 0.820
Total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0.875

Table 1. Reliability test

Independent variables The dependent variables  R2 F

Stress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0.434*** 0.189 97.711***

***p<0.001 by simple regression analysis

Table 3. Stress impacts the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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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을 경우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3>.

3. 자기 통제력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기 통제력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자기통제력 전체 점수를 독립변인으로 투입

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0.063으로,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자기 통제력

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해 6.3%의 설명력을 갖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계수는 =0.252로, 구강건강관

련 삶의 질에 대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p<0.001). 따라서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도 높아지며, 자기 통제력이 낮을 경우 구강건강관

련 삶의 질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한편 자기 통제력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세

부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기 통제력의 하위변인인 장

기적 만족 추구력과 즉각적 만족추구억제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장기적 만족 추구력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장기적 만족 추구력 점

수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0.015로, 독립변인으

로 투입된 장기적 만족 추구력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해 1.5%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

계수는 =0.121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5). 이는 장기적 만족 추구력이 높을수록 구강

건강관련 삶의 질은 높아지며, 반대로 장기적 만족 추구력

이 낮을 경우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도 낮아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또한 즉각적 만족추구 억제력이 구강건강관련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즉각적 만족추구 억

제력 점수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0.091로, 독립

변인으로 투입된 즉각적 만족추구 경향은 구강건강관련 삶

의 질에 대해 9.1%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회귀계수는 =0.301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01). 이는 즉각적 만족추구 억제력이 

높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된

다<Table5>.

4. 스트레스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에서 자기 

통제력의 조절효과

스트레스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자기 통제력의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종속변수로 구강건강 관련 삶

의 질을 투입하고, 모형1에서 독립변수로 스트레스를, 모형

2에서 독립변수로 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 모형3에서 독립

변수로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상호작용변인을 투입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R 제곱은 모형1에서 18.9%, 모형2에서 

19.8%, 모형3에서 20.1%로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p>0.05), 모형3에서 유의확률 F변화량이 

0.163(>0.05)이므로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6>.

Independent variables The dependent variables  R2 F

Self-Control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0.252*** 0.063 28.403***

***p<0.001 by simple regression analysis

Table 4. Self-control impacts the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

Independent variables The dependent variables  R2 F

Long-term pursuit of satisfaction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0.121* 0.015 6.192*

Immediate suppression of satisfaction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0.301*** 0.091 41.854***

*p<0.05, ***p<0.001 by simple regression analysis

Table 5. The effect of the long-term pursuit of satisfaction and the immediate suppression of satisfaction on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

Model R R2 Adjusted R2 Std. error of 
estimate

Change Statistics

R2 Change F Change df1 df2 Sig. F Change*

1 0.434 0.189 0.187 0.54791 0.189 97.711 1 420 <0.001
2 0.445 0.198 0.194 0.54550 0.009 4.708 1 419 0.031
3 0.449 0.201 0.196 0.54489 0.004 1.951 1 418 0.163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able 6. Control effect for self-control in the relationship of the stress an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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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트레스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

계에 있어서 자기 통제력의 세부적인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 통제력을 하위변인인 장기적 만족 추구력과 즉각

적 만족추구억제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스트레스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

계에 있어서 자기 통제력의 하위 변인인 장기적 만족 추구

력의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먼저 종속변수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투입하고, 

모형1에서 독립변수로 스트레스를, 모형2에서 독립변수로 

스트레스와 장기적 만족 추구력, 모형3에서 독립변수로 스

트레스, 장기적 만족 추구력, 상호작용변인을 투입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R 제곱은 모형1에서 18.9%, 모형2에서 

18.9%, 모형3에서 19.1%로 증가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모형2와 모형3에서의 유의확률 F변화량이 각각 

0.551(>0.05), 0.395(>0.05)로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두 번째로 스트레스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자기 통제력의 하위변인인 즉각적 만족

추구 억제력의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종속변수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투입하고, 모형1에서 독립변수로 스트레스를, 모형2에서 독

립변수로 스트레스와 즉각적 만족추구 억제력, 모형3에서 

독립변수로 스트레스, 즉각적 만족추구 억제력, 상호작용변

인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 제곱은 모형1에서 

18.9%, 모형2에서 20.2%, 모형3에서 20.9%로 점점 더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1, 모형2, 모형3 에서

의 유의확률 F변화량이 각각 0.000(<0.05), 0.003(<0.05), 

0.038(<0.05)로 나타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즉각적 만족 추구 억제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스트레스 지수

는 낮았으며,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

어 결국 즉각적 만족추구 억제력은 스트레스와 구강건강관

련 삶의 질의 영향관계에서 조절작용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8>.

총괄 및 고안

최근 청소년기의 고등학생들은 학업뿐만 아니라 교우관

계, 진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있어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된 시기이다. 스트레스는 신체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실제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다양한 신체화 경

향을 유발 시킬 뿐만 아니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도 영

향을 줄 수 있다[7]. 최[8]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정도가 실

제 건강관련 실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또

한 현대사회의 평균수명의 연장은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부

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구강건강이 전신적인 건강에 주는 영

향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실제 청소년기인 

고등학생들은 구강건강에 대한 관리 및 책임감이 소홀해지

기 쉽기 때문에[15] 스스로의 구강건강행위를 조절하고 통

제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

된다. 조사대상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의 상관계수 조사결과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일

수록 자기 통제력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

트레스 수준에 따른 자기 통제력 정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자기 통제력 점수가 낮아진다는 정[20]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 분석 결과에서는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일수록 구강건강

Model R R2 Adjusted R2 Std. error of 
estimate

Change Statistics

R2 Change F Change df1 df2 Sig. F Change*

1 0.434 0.189 0.187 0.54791 0.189 97.711 1 420 <0.001
2 0.435 0.189 0.186 0.54833 0.001 4.708 1 419 0.551
3 0.437 0.191 0.185 0.54851 0.001 1.951 1 418 0.395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able 7. Control effect for the long-term pursuit of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of the stress an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Model R R2 Adjusted R2 Std. error of 
estimate

Change Statistics

R2 Change F Change df1 df2 Sig. F Change*

1 0.434 0.189 0.187 0.54791 0.189 97.711 1 420 <0.001
2 0.454 0.206 0.202 0.54261 0.018 9.245 1 419 0.003
3 0.463 0.214 0.209 0.54046 0.008 4.311 1 418 0.038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able 8. Control effect for the immediate suppression of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of the stress an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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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삶의 질은 낮아지며, 스트레스가 낮은 학생일수록 구

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높은 학

생일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나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고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는 정[21]의 연구와도 일치하였으며 스

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아진다

는 권과 윤[22]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자기 통제력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는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도 높아

지며 자기 통제력이 낮은 경우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도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 통제력의 하위변인인 

장기적 만족 추구력과 즉각적 만족추구 억제력이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장기적 만

족 추구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즉각적 만족추구 억제력이 

높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자기 통제력의 정도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영

향을 주고 자기 통제력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올바른 문제해

결방법을 갖고 있다는 남[23]의 연구와 일맥상통하였으며 

결국 자기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조

절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이 청소년기 학생들의 행동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즉각적 만족추구 

억제력이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영

향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하고 있어 즉각적인 만족이 아닌 장

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 학생일수록 스트레스

에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고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과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자기통제력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 스스로 자기 통제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자기통제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기행동에 대한 책임을 갖고 스스로 행동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제한점은 울산지역 고등학교에 한정되

어 조사한 결과이므로 전체 고등학생과 청소년에 대한 결과

로 일반화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자기 통제력의 기본

이 되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성격과 성향은 가정환경과 가족

의 심리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 단순히 자기 통제

력이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로만 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학

생들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자기 통제력이 스트레스를 느끼

는 정도와 구강건강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해 조절효과를 가

지고 있고 이를 통해 자기 통제력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

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결론

본 연구는 울산지역 일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통

제력이 스트레스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조절효과

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2월 20

일까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22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조사대상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 구강건강관

련 삶의 질의 상관계수 조사결과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일수

록 자기 통제력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았으며, 자기 

통제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

타났다.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 분석 결과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일수록 구강건강관련 삶

의 질은 낮아지며 스트레스가 낮은 학생일수록 구강건강관

련 삶의 질은 높게 나타났다.

자기 통제력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는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도 높아

지며 자기 통제력이 낮은 경우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도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 통제력의 하위변인인 

장기적 만족 추구력과 즉각적 만족추구 억제력이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장기적 만족 추구력이 

높을수록, 즉각적 만족추구 억제력이 높을수록 구강건강관

련 삶의 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서 자기 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

석에서 자기 통제력은 스트레스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영향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

기 통제력의 하위변인인 장기적 만족 추구력과 즉각적 만족

추구 억제력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장기적 만족 추구력

은 조절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즉각적 만족추

구 억제력은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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