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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at effect on scaling cognition between life 

style and oral health belief for adults. For the survey, we chosen 270 subjects living in Ulsan, Pusan 

cities during from July 1 to July 31, 2015. Total questionnaire were composed of total 270 and they 

were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scaling cognition on 

life style and oral health belief, SPSS ver.18 and AMOS ver.18 was used. As a result of mak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knowledge of scaling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the life style and oral 

belief (P<0.05), excepting susceptibility (P>0.05). Attitude of scaling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the life 

style and oral belief (P<0.05), both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the life style and oral belief (P>0.05).

 About the cognition question1 during scaling, life styl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but oral 

belief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excepting susceptibility and seriousness (P>0.05). To the 

cognition question2 during scaling, life styl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but oral belief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excepting susceptibility (P>0.05). Also, cognition question3 and 4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se results, we recommend that dentists have to treat the cavities with 

an adequate explanation.

Key words: Life style, Oral Health Belief, Scaling, Structure Equation Model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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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스케일링은 치아의 착색이나 치은연상치석 등을 제거하여 

치주염을 예방하는 술식으로, 주기적인 시행은 구강상태의 유

지 및 구강건강증진에 분명 효과적이다. 그 이유는 첫째, 스케

일링시 구강검진이 병행되어 기타 우식질환이나 치경부마모

증, 치아상실부위에 대한 추후의 보철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둘째, 스케일링 후 치은염완화 등의 직, 간접적인 효과 등이 

있다. 스케일링은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치료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속 치주치료를 위한 전 단계 치료로서 매우 중

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1]. 치주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선 

올바른 칫솔질 습관은 기본이고 성인의 경우에는 보다 효율

적인 방안으로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치주건강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2]. 또한 스케일링은 치아표면에서 치아우식증

과 치주병의 원인이 되는 치면세균막, 치석, 음식물잔사, 외인

성색소 등의 국소적 요인을 기계적으로 제거하여 구강병을 

예방하고 구강 내 구취를 제거하며, 개인의 심미를 증진시키

고 구강위생관리의 동기도 부여한다[3]. 

일반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면, 다른 구강질환에 대해 의료

진들이 설명을 한다. 그리고 환자는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치

료를 하여야만 구강상태가 유지되거나 증진된다. 스케일링을 

한다고 해서 진행되는 우식이 멈추거나 우식치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병행해야한다고만 한다. 치아우식

증은 자연치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중대한 원인질환이므로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4]. 

그런데 성인남성의 경우 본인이 1년에 1~2회 등의 주기적인 

스케일링만 하면서 우식질환에는 구강상태만 듣고 경과만 관

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분명히 스케일링만 시행해도 구

강상태가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본인의 착각이나 만족

감, 초, 중기 정도의 우식상태는 통증이나 치아의 Mobility 등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간과하려는 경향, 우

식치료 후 보통 보철 및 수복 등의 비 보험 진료를 시행함으

로써 발생할 비용적 부담감 등 그 이유는 다양해 보인다. 그

러나 유독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이런 경향이 있다.

왜 스케일링의 중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우식치료에 대해서

는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일까? 그런 특성을 보이는 집단은 

왜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많이 나타날까? 이유를 알게 되면 

그러한 대상에게 필요성을 인지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효과

적인 대안이 될까? 등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기존에 연구 

조사된 사례는 별로 찾을 수가 없었다. 그나마 치과의료 소비

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의한 병원만족도 정도[5]나 라이프 스

타일에 따른 병원 재방문의사 등의 연구[6] 정도로 실제 임상

에서 많은 진료보조자들이 체감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구강건강신념[7][8][9][10]과 스케일링에 대한 지식[11]

이나 인지정도를 조사하여 성인 구강건강교육의 자료로 삼고

자 한다. 또한 현재 생활의 다양함으로 구강건강, 특히 스케일

링에 대한 관심도가 향상되어 많은 대상자들이 치과를 방문

하지만 스케일링이 목적에만 국한되어 전체 구강건강을 체크

할 기회를 놓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면 좀 더 정 하게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부산시와 울산시에 거주하며 치과를 방문하는 

대상자와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2015년 7월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그들의 구강건강관련 신념과 스케일링에 대한 

지식이나 인지정도 및 생활양식 등을 편의표본추출 방법으로 

조사하였고 모두 본 설문에 동의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을 

배포하였으나 응답이 불실한 설문지 30부를 제외하고 총 270

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특

성 5문항, 스케일링 지식 10문항과 스케일링 태도 4문항, 구강

건강신념 31문항,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32개의 문항과 특

히 스케일링 도중에 발견된 환자들의 충치에 대한 반응을 보

기위해서 스케일링인식 관련 질문 4문항 등 총 86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구강건강신념의 측정도구는 오[10]가 개발하고 김

[3]이 수정, 보완한 것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의 Likert문항으

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평가하

였고,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73 이었고, 라이프 스타일

은 이[5]가 사용한 설문지로 각 문항은 5점 척도의 Likert문항

으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평가

하였고,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79로 나타났다. 스케일링

인식 관련 질문도 5점 척도의 Likert척도로 구성되었고 각각 

독립된 내생잠재변수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는 SPSS Ver.18로 

주요 요인들을 확인하였고 AMOS Ver.18로 구조방정식 모형

을 도출하여 최적의 모형적합지수를 도출한 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춘해보건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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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후(승인번호 ch-201502-10)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Ⅲ. 결과

1.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로는 ‘남자’가 117명(43%), ‘여자’는 

153명(57%)으로 나타났고, 학력은 ‘고졸’(152명, 56%)이 가장 

많았으며, 근무지는 ‘자영업’(62명, 23%), 월 실소득은 

‘300-400만’(46명, 19%), 구강에 대한 평소관심은 ‘관심있는 

편’이(98명, 36%), 스케일링 경험은 ‘1년에 한번정도’(188명, 

3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케일링 인식 문항1의 ‘스케일링만 해도 구강전체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에서는 ‘조금 그렇다’와 ‘그렇다’의 

반응이 각각(98명, 36%, 78명, 29%)의 순위로 나타났고, 인식 

문항2의 ‘스케일링시 충치가 있으면 치과의사가 알아서 치료

를 같이 해줄 것이다’ 에서는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에서 

각각(102명, 38%, 86명, 32%)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인식 문항

3인 ‘스케일링시 충치가 발견되어도 좀 아프더라도 나중에 따

로 치료를 받으면 된다’에서는 ‘그렇다’(102명, 38%)가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와 ‘조금 그렇다’에서 각각(64명, 24%) 

동일하게 나타났다. 인식 문항4인 ‘스케일링시 충치가 발견되

어도 비용의 부담 때문에 충치치료를 미루고 스케일링만 한

다’에서는 ‘그렇다(108명, 40%)와 ’그렇지 않다(60명, 22%)의 

순위로 나타났다<Table 1>.

2. 나이, 구강신념과 라이프 스타일의 평균과 표준편차

연령은 평균 49.17세로 나타났으며, 스케일링 지식점수는 

22.89, 인지된 감수성은 15.44, 인지된 심각성 14.63, 인지된 장

애성은 16.12, 인지된 유익성은 22.40, 인지된 중요성은 17.75

점으로 각각 나타났고, 구강신념의 전체 점수는 86.36점으로 

나타났다.

라이프 스타일의 주요 요인들에서는 사교지향이 26.84, 가

족중심 9.78, 성공지향 7.86, 패션추구 14.40, 자기확신 12.90, 

계획구매가 17.70으로 나타났으며 라이프 스타일의 총 점수는 

89.46으로 나타났다. 스케일링 도중의 환자의 인식에 대해서

는 ‘스케일링만 해도 구강전체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Table 1> Sex and job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

Sex
Men 117 43

Women 153 57

Education

Elementary school 6 2.4

Middle school 22 8.9

High school 152 61.3

College 66 26.6

Graduate school 2 0.8

Work places

Own-business 62 24.6

Housewife 50 19

Production 

technology
48 19.8

Office education 42 16.8

Student 14 5.5

Daily job 6 2.4

Etc. 30 11.9

Income/month

Below 100 million 6 2.5

100 ~ 200 million 28 10

200 ~ 300 million 46 11.7

300 ~ 400 million 88 36.7

Over 72 30

Missing 30 9.1

Oral interest

Very interest 54 20.6

A little interest 98 37.1

Moderate 90 34

Little interest 18 6.8

No interest 4 1.5

No. of scaling

Once / 1 year 80 30.3

Once / 2～3 years 64 24.2

Once / 4～5 years 38 14.4

Once / 10 years 20 7.6

No experiences 62 23.5

I think only do scaling 

enables to good state 

about the  whole oral 

Never 18 6.8

No 78 28.8

Moderate 98 36.3

A little 74 27.4

Very 2 0.7

I think if I have oral 

cavities, it will be cured 

by dentist without any my 

notices

Never 8 3

No 86 31.9

Moderate 56 20.7

A little 102 37.8

Very 18 6.6

I think if i have oral 

cavities, I will delay 

treatment of cavities later 

if pains

Never 8 3

No 64 23.7

Moderate 64 23.7

A little 102 37.8

Very 32 11.8

I think if i have oral 

cavities, I will delay 

treatment of cavities 

because of expenses

Never 16 5.9

No 60 22.3

Moderate 56 20.7

A little 108 40

Very 3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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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13점, ‘스케일링시 충치가 있으면 치과의사가 알아서 

치료를 같이 해줄 것이다’에서는 2.87점, ‘스케일링시 충치가 

발견되어도 좀 아프더라도 나중에 따로 치료를 받으면 된다’

에서는 2.68점, ‘스케일링시 충치가 발견되어도 비용의 부담 

때문에 충치치료를 미루고 스케일링만 한다’에서는 2.72점으

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for age, characteristics of life-style and oral belief

Classification Mean S.D

Age 49.17 7.00

Knowledge of scaling 22.89 3.17

Perceived susceptibility 15.44 3.87

Perceived seriousness 14.63 4.01

Perceived barriers 16.12 3.99

Perceived benefits 22.40 3.80

Perceived importance 17.75 2.89

Oral belief 86.36 11.10

Social life oriented 26.84 4.73

Family oriented 9.78 2.35

Success oriented 7.86 1.95

Fashion oriented 14.40 3.96

Self conviction 12.90 3.10

Plan purchase 17.70 3.58

Life style 89.46 12.09

I think only scaling enables to good state in the whole oral 3.13 0.91

I think if I have oral cavities, it will be cured by dentist without any my notices 2.87 1.03

I think if i have oral cavities, I will delay treatment of cavities later if pains 2.68 1.05

I think if i have oral cavities, I will delay treatment of cavities because of expenses 2.72 1.11

3. 스케일링 지식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과 구강건강신념과

의 구조방정식 모형

스케일링 지식을 내생변수로 라이프 스타일과 구강신념을 

외생변수로 한 모형분석의 결과, 라이프 스타일과 구강신념이 

스케일링지식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5). 라이프 스타일의 하부요인들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P<0.05). 구강신념의 하부요인에서는 감수성

(P>0.05)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5)<Table 3><Figure 1>.

4. 스케일링 태도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과 구강신념 요인과

의 구조방정식 모형

스케일링 태도를 내생변수로 라이프 스타일과 구강신념을 

외생변수로 한 모형분석의 결과, 두 요인 모두 스케일링 태도

에 대해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라이프 스

타일의 성공지향(P>0.05)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유

의하게 나타났고(P<0.05), 구강신념의 하부요인에서는 감수성

(P>0.05)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모두 유의하였고(P<0.05), 

라이프 스타일이 구강신념에 대해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P<0.05)<Table 4><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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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gression weights for life style and oral belief by knowledge of scaling

Variables Standardized estimate C.R. P

Oral belief ← Life style 0.56 4.84 ***

Social life oriented ← Life style 0.73 - -

Family oriented ← Life style 0.50 7.28 ***

Success oriented ← Life style 0.15 2.20 .03

Fashion oriented ← Life style 0.37 5.39 ***

Self conviction ← Life style 0.82 10.01 ***

Plan purchase ← Life style 0.32 4.78 ***

Perceived importance ← Oral belief 0.53 - -

Perceived benefits ← Oral belief 0.58 5.13 ***

Perceived barriers ← Oral belief 0.18 2.22 .03

Perceived seriousness ← Oral belief -0.18 -2.22 .03

Perceived susceptibility ← Oral belief 0.01 .06 .95

Knowledge of scaling ← Life style -0.25 -2.21 .03

Knowledge of scaling ← Oral belief 0.52 3.56 ***

Model X2 df P RMSEA GFI AGFI PGFI

Default model 62.75 37 0.01 0.05 .96 .92 .46

*** < 0.001

<Fig. 1> Structure equation model for life style and oral belief by knowledge of sc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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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gression weights for life style and oral belief by scaling attitude

Variables Standardized estimate C.R. P

Oral belief ← Life style 0.58 5.44 ***

Scaling attitude ← Life style -0.11 -1.01 .31

Scaling attitude ← Oral belief -0.14 -1.10 .27

Social life oriented ← Life style 0.72 - -

Family oriented ← Life style 0.53 7.54 ***

Success oriented ← Life style 0.13 1.90 .06

Fashion oriented ← Life style 0.40 5.69 ***

Self conviction ← Life style 0.82 10.33 ***

Plan purchase ← Life style 0.32 4.65 ***

Perceived importance ← Oral belief 0.60 - -

Perceived benefits ← Oral belief 0.51 5.15 ***

Perceived barriers ← Oral belief 0.17 2.12 .03

Perceived seriousness ← Oral belief -0.29 -3.36 ***

Perceived susceptibility ← Oral belief -0.04 -.52 .60

Scaling attitude1 ← Scaling attitude 0.85 - -

Scaling attitude2 ← Scaling attitude 0.91 12.49 ***

Scaling attitude3 ← Scaling attitude 0.58 9.04 ***

Model X2 df P RMSEA GFI AGFI PGFI

Default model 109.27 58 0.00 0.06 .95 .90 .52

*** < 0.001

<Fig. 2> Structure equation model for life style and oral belief by scaling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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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케일링도중 환자인식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과 구강신

념과의 구조방정식 모형

1) 스케일링도중 환자인식에 따른 질문1을 내생변수로 한 

모형분석의 결과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요인들이 구강신념에 유의하게 나타

났고(P<0.05), 질문1에 대해서는 라이프 사이클은 유의하지 않

았고(P>0.05), 구강신념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5). 내부의 라이프 스타일 요인들은 모두 유의하

였고, 구강신념 중에서는 감수성과 심각성(P>0.05)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Table 

5><Figure 3>.

<Table 5> Regression weights for life style and oral belief by cognition question1 during scaling

Variables Standardized estimate C.R. P

Oral belief ← Life style 0.54 5.41 ***

Social life oriented ← Life style 0.72 - -

Family oriented ← Life style 0.53 7.58 ***

Success oriented ← Life style 0.16 2.35 .02

Fashion oriented ← Life style 0.39 5.65 ***

Self conviction ← Life style 0.82 10.23 ***

Plan purchase ← Life style 0.34 5.00 ***

Perceived importance ← Oral belief 0.67 - -

Perceived benefits ← Oral belief 0.48 4.92 ***

Perceived barriers ← Oral belief 0.20 2.49 .01

Perceived seriousness ← Oral belief -0.14 -1.84 .07

Perceived susceptibility ← Oral belief 0.02 .28 .78

Cognition question 1 ← Life style 0.01 .13 .90

Cognition question 1 ← Oral belief 0.43 3.37 ***

Model X2 df P RMSEA GFI AGFI PGFI

Default model 68.88 37 0.00 0.05 .96 .91 .46

*** < 0.001

<Fig. 3> Structure equation model for life style and oral belief by cognition question1 during sc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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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케일링도중 환자인식에 따른 질문2를 내생변수로 한 

모형분석 결과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요인들이 구강신념에 유의하게 나타

났고(P<0.05), 구강신념은 유의하게 질문2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P<0.05), 라이프 스타일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P>0.05). 구강신념 중에서는 감수성(P>0.05)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6><Figure 4>.

<Table 6> Structure equation model for life style and oral belief by cognition question2 during scaling

Variables Standardized estimate C.R. P

Oral belief ← Life style 0.54 5.26 ***

Social life oriented ← Life style 0.73 - -

Family oriented ← Life style 0.52 7.44 ***

Success oriented ← Life style 0.17 2.43 .02

Fashion oriented ← Life style 0.40 5.81 ***

Self conviction ← Life style 0.81 10.37 ***

Plan purchase ← Life style 0.32 4.76 ***

Perceived importance ← oral belief 0.64 - -

Perceived benefits ← oral belief 0.51 4.89 ***

Perceived barriers ← oral belief 0.27 3.14 .00

Perceived seriousness ← oral belief -0.20 -2.37 .02

Perceived susceptibility ← oral belief 0.01 .21 .83

Cognition question 2 ← Life style 0.03 .30 .77

Cognition question 2 ← Oral belief 0.23 2.16 .03

Model X2 df P RMSEA GFI AGFI PGFI

Default model 50.90 36 0.05 0.04 .97 .93 .45

*** < 0.001

<Fig. 4> Structure equation model for life style and oral belief by cognition question2 during sc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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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케일링도중 환자인식에 따른 질문3, 4를 내생변수로 

한 모형분석의 결과

질문3, 4에 대한 분석결과는 라이프 사이클과 구강신념의 

영향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표와 그림은 제시하지 

않았다. 질문3을 내생변수로 라이프 스타일과 구강신념을 외

생변수로 한 모형분석의 결과는 라이프 스타일이 구강신념에

는 유의하게 나타났지만(P<0.05), 라이프 스타일과 구강신념이 

직접 질문 3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P>0.05). 

라이프 스타일의 내부요인 중에서는 성공지향만이 유의하지 

않았고(P>0.05), 구강신념의 내부요인 중에서는 감수성만이 유

의하지 않았다(P>0.05). 

질문4를 내생변수로 한 모형분석의 결과에서도 라이프 스

타일이 구강신념에 유의하지 않았고(P>0.05), 라이프 스타일과 

구강신념은 질문 4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P>0.05). 라이프 스타일의 내부요인 중에서는 모든 요인들이 

유의하게 나타났지만(P<0.05), 구강신념의 내부요인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P>0.05). 

Ⅳ. 고찰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할 때 우식질환이 발견되는 경우에 

의료진들이 설명을 하는데 보통의 성인 환자들은 구강상태만 

듣고 경과만 관찰하려는 경향이 많다. 이는 분명히 스케일링

만 시행해도 구강상태가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본인의 

착각이나 초기정도의 우식상태는 통증이나, 치아의 Mobility 

등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간과하려는 경향

이나, 우식치료 후 보통 보철 및 수복 등의 비 보험 진료를 시

행하여 오는 비용적인 부담감 때문인 듯 이유가 다양하다. 구

강건강신념은 Rosenstock[12]에 의해 보건의료분야에 적용되

면서, 구강관련 행태분석에 사용되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양상들을 라이프 스타일과 구강건강신념에 적용하여 이유

를 밝혀보고자 부산, 울산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들 270명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설문지를 통하여 그들의 행태를 구조방

정식 모형으로 분석해 보았다.

기본 분석결과 ‘남자’가 117명(43%), ‘여자’는 153명(57%), 

학력은 ‘고졸’(152명, 56%), 근무지는 ‘자영업’(62명, 23%), 월 

소득은 ‘300만∼400만’(46명, 19%), 구강에 대한 평소관심은 

‘관심있는 편’이(98명, 36%) 가장 많았고, 스케일링 경험은 ‘1

년에 한번 정도(188명, 3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구강건강신념의 비교에서는 본 연구결과가 유익성, 중요

성, 장애성, 감수성, 심각성의 순의로 나타났는데 이는 박[2]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사람들은 유익성을 제일 중요하

게 심각성을 제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 스

타일도 이[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사교지향을 제일 중요하

게 성공지향을 제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

케일링 인식 문항1의 ‘스케일링만 해도 구강전체가 좋아질 것

이라고 생각한다’에서는 ‘조금 그렇다’와 ‘그렇다’의 반응이 

각각(98명, 36%, 78명, 29%)의 순위로 나타났고, 인식 문항2의 

‘스케일링시 충치가 있으면 치과의사가 알아서 치료를 같이 

해줄 것이다’ 에서는 ‘그렇다’(102명, 38%)의 순서로 나타났으

며, 인식 문항3인 ‘스케일링시 충치가 발견되어도 좀 아프더

라도 나중에 따로 치료를 받으면 된다’에서는 ‘그렇다’(102명, 

38%)가 가장 많았고, 인식 문항4인 ‘스케일링시 충치가 발견

되어도 비용의 부담 때문에 충치치료를 미루고 스케일링만 

한다’에서는 ‘그렇다(108명, 40%)가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

다.

본 분석의 스케일링 지식을 내생변수로 라이프 스타일과 

구강신념을 외생변수로 한 모형분석의 결과 라이프 스타일과 

구강신념이 스케일링지식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P<0.05). 구강신념의 하부요인에서는 감수성

(P>0.05)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5). 이 의미는 라이프 스타일의 내부요인들의 성향이 높

을수록 구강신념의 내부요인들의 성향은 높고, 구강지식은 낮

았으며, 감수성을 제외한 구강신념의 내부요인들의 성향이 높

을수록 구강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스케일

링의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유익성, 중요성, 장애성, 심각성이 

유의하였지만 정기적 스케일링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박[2]은 감수성, 유익성, 장애성 등이 유의하였고, 김[13]은 중

요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영향을 미쳤으며, 박[14]과 황[15]

의 결과들도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가장 중요한 신념은 유익

성과 중요성이었다. 

스케일링 태도를 내생변수로 라이프 스타일과 구강신념을 

외생변수로 한 모형분석의 결과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이 구강

신념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지만(P<0.05), 두 요인 모두 스케

일링 태도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이는 일반적인 스케일링에 대한 태도가 스케일링에 

대한 정확한 지식소유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태도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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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여 정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스케일링도중의 환자인식에 따른 질문1을 내생변수로 한 

모형분석의 결과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요인들이 구강

신념에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질문1에 대해서는 라이프 

스타일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않았고(P<0.05), 구강신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P<0.05), 구강신념 

중에서는 감수성과 심각성이 유의하지 않았다(P>0.05). 이는 

스케일링만 해도 구강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

람들 중에서 감수성과 심각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질문2를 내생변수로 한 모형

분석의 결과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P<0.05), 구강신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P<0.05), 구강신념 중에서는 감수성이 유의하지 않았

다(P>0.05). 이는 스케일링시 충치가 있으면 치과의사가 알아

서 진료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질문1과 질문2의 결과를 볼 

때 스케일링시 충치가 발견되면 진료진이 환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구강신념의 정도나 차이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환

자에게 충치여부를 알리고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된다. 질문3을 내생변수

로 라이프 스타일과 구강신념을 외생변수로 한 모형분석의 

결과는 라이프 스타일이 구강신념에는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P<0.05), 라이프 스타일과 구강신념은 모두 질문3에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P>0.05). 라이프 스타일의 내부요

인 중에서는 성공지향만이 유의하지 않았고(P>0.05), 구강신념

의 내부요인 중에서는 감수성만이 유의하지 않았다(P>0.05). 

이는 충치가 있어도 아플 때 나중에 치료받으면 된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환자들이 실제로 이

러한 생각을 하더라도 의료진들은 꾸준히 치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질문4를 내생변수로 한 모형분석의 결과에서는 라이프 스타

일이 구강신념에도 유의하지 않았고, 라이프 스타일과 구강신

념은 질문4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p>0.05). 

이는 비용부담 때문에 충치치료를 미룬다는 질문인데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실제로 환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치료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여 진료

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분명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구강에 대한 신념들

이 달리 나타났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은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스케일링 도중에 환자들이 착각하거

나 자기합리화를 하여 구강건강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남, 여별로 구체적인 차이

를 분석하지 못한바 추후 연구과제로 삼기로 하며, 우리나라 

전체 일반 성인들로 확대해석하기에는 제한점들이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성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구강건강신념이 스케

일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부산, 울산에 거주하

며 치과를 방문하는 대상자와 일반 성인 270명을 대상으로 실

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스케일링 지식을 내생변수로 라이프 스타일과 구강신념

을 외생변수로 한 모형분석의 결과, 라이프 스타일과 구강신

념이 스케일링지식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P<0.05), 라이프 스타일의 하부요인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구강신념의 하부요인에서는 감수성(P>0.05)을 제

외한 나머지 요인들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2. 스케일링 태도를 내생변수로 라이프 스타일과 구강신념

을 외생변수로 한 모형분석의 결과, 두 요인 모두 스케일링 

태도에 대해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라이

프 스타일의 성공지향(P>0.05)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

은 유의하게 나타났고(P<0.05), 구강신념의 하부요인에서는 감

수성(P>0.05)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모두 유의하였고

(P<0.05), 라이프 스타일이 구강신념에 대해서도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P<0.05).

3. 스케일링도중 환자인식에 따른 질문 1을 내생변수로 한 

모형분석의 결과, 질문1에 대해서는 라이프 사이클은 유의하

지 않았고(P>0.05), 구강신념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P<0.05). 내부의 라이프 스타일 요인들은 모두 유

의하였고, 구강신념 중에서는 감수성과 심각성(P>0.05)을 제외

한 나머지 요인들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4. 스케일링도중 환자인식에 따른 질문 2를 내생변수로 한 

모형분석 결과, 구강신념은 유의하게 질문 2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P<0.05), 라이프 스타일은 유의하게 나타나

지 않았다(P>0.05).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요인들이 구강신념

에 유의하게 나타났고(P<0.05), 구강신념 중에서는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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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5).

5. 막연한 스케일링에 대한 태도보다는 스케일링에 대한 정

확한 지식습득 정도가 스케일링에 대한 행위를 결정하게 만

들었고, 라이프 스타일은 분명히 구강신념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6. 스케일링 도중에 충치가 발견되면 진료진들은 환자들이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치료의 필요나 심각성을 충분히 설명, 

설득하여 진료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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