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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그린 치과의사 그림의 

주조색과 치과불안도와의 연관성

  박의정 ․ 이정화16)

영남외국어대학 치위생과, 1포항1대학 치위생과

색인 : 주조색, 치과불안도

1. 서 론

치과불안이란 통상적인 치과 치료를 견디지 못

해 치과 치료를 회피하게 되는 것으로, 극단적인 

치과 불안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 대인 관계 및 

구강 건강에 지대한 향을 미친다. 더욱이 심각

한 치과불안은 자신의 인생에 대단한 향을 미

친다고 말할 수도 있다1).

치과 치료시 성공적인 치과진료를 행하기 위해

서는 부모님의 협조도, 진료진들의 노력, 어린이

의 치과 불안요인에 대한 대처 등이 있다. 그 중

에서도 어린이의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어린

이 치과치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하여 미리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

는 것이 중요하다
2)
. 대부분의 많은 어린이들은 

치과에 내원할 때 당황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간혹 과거의 불쾌한 

의학적, 치과적 경험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3)
. 그

러므로 치과치료 시작 전에 아동이 가지고 있는 

치과진료에 대한 불안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2).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치과진료에 대한 불안

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행동의 관찰, 면접법, 설

문지 조사, 생리적 증상의 측정, 그림의 분석 

등이 있다4).

어린이의 불안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림을 통한 심리분석을 하는 것으로서, 어린이의 

그림에 자기 심리상태를 투사하는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5)
.

그림을 분석함에 있어 미국의 심리학자 Guilford6)

는 색채는 인간의 감정을 대신하는 일종의 언어

라는 주장을 통해 어린이는 형태보다도 색채에 

더 민감해서 순수한 즐거움으로 색을 즐긴다고 

하여 색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lshuler와 

Hattwick7)는 색채가 감정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린이의 본질과 그 강도를 특히 잘 반

하는 것이라고 하 다. Faber birren8-10)은 색채 

심리학에 근거한 검사를 통하여 사람을 진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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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하 다.

이러한 그림 분석법 중에서 인물화 분석법11-12)이 

불안의 측정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치과분야에

서 사용한 인물화 분석법에는 Baldwin
13)

, Klein
14)

, 

Eichenbaum과 Dunn15), 인물화의 불안도 점수

(HFD anxiety score)를 응용한 Sonnenberg와 

Venham
16)

의 연구, 치과 불안도(Dental anxiety 

scale)를 고안한 Sheskin 등17)의 연구가 있다.

국내에서는 김5)은 아동의 인물화 분석에서 색

채의 중요성을 김과 임
18)

은 아동의 자유화에서 색

채 사용량과 인성요인간의 상관성을 보고 하 고, 

유 등19)은 색채를 이용한 아동의 치과불안을 평가

하는 방법을 개발하면 현재의 인물화 분석법에 비

해 더 간편하고 실용적인 검사가 될 것이라고 생

각하고 유치원 아동이 그린 치과의사 그림의 주조

색(main color)과 아동의 치과 불안도(dental 

anxiety)의 연관성에 관한 보고를 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좀더 인지 능력이 있고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을 대상으로 치과 불안도와 치과의사 인물화에 나

타난 색채를 분석하고, 주조색과 치과불안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아, 보다 효율적인 소아 환자들의 

치과진료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경상북도 칠곡군내 1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 55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 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160명, 2학년이 

211명, 3학년이 184명이었고, 성별분포는 남아가 

292명, 여아가 263명이었다.

2.2. 연구방법

설문 조사내용은 치통경험, 치과진료경험, 치

과의사에 대한 태도, 치과진료에 대한 태도 등으

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 정확하고 솔직하

게 답하도록 하 다.

그림은 16절지를 분배해서 세로로 놓고 크레

파스를 사용하여 치과의사 선생님을 그리게 하

다. 그림의 분석은 가장 많이 사용된 색을 주조

색으로 12개로 정하 다.

2.3. 통계분석방법

설문조사와 그림을 종합하여 주조색의 분포, 

주조색의 성별 분포, 주조색의 학년별 분포, 주조

색별 치과불안도 점수의 분포, 주조색과 불안도 

점수에 대한 자료처리는 SPSS 10.0을 이용하여 

카이자승검사, 분산분석(ANOVA), 최소유의차검

정을 실시하 다.

3. 연구성적

3.1. 연구대상자의 분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에 대한 분

포는 남학생이 292명이고, 여학생이 263명이었다

<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분포            단위: 명

조사대상 남자 여자 대상자수

1학년 78 82 160

2학년 118 93 211

3학년 96 88 184

계 292 263 555

3.2. 치과의사에 대한 생각

치과의사에 대한 성별, 학년별 분포를 보면 긍

정적인 생각이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에서 학년

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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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학년 3학년 p

치과 진료에 

대한 생각

남
 무섭다 5(3.1) 20(9.5) 10(5.4)

0.15
 안무섭다 73(45.6) 98(46.4) 86(46.7)

여
 무섭다 18(11.3) 32(15.2) 29(15.8)

 안무섭다 64(40.0) 61(28.9) 59(32.1)

표 3.  치과진료에 대한 생각                                                      단위: 명(%)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치통 경험

남 
 있다 61(38.1) 83(39.3) 75(40.8) 219(39.5)

 없다 17(10.6) 35(16.6) 21(11.4) 73(13.2)

여 
 있다 63(39.4) 70(33.2) 76(41.3) 209(37.7)

 없다 19(11.9) 23(10.9) 12(6.5) 54(9.7)

표 4.  치통경험                                                                  단위: 명(%)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치과 의사에 

대한 생각

남 
 좋다 69(43.1) 109(51.7) 81(44.0) 259(46.7)

 싫다 9(5.6) 9(4.3) 15(8.2) 33(5.9)

여 
 좋다 75(46.9) 80(37.9) 61(33.2) 216(38.9)

 싫다 7(4.4) 13(6.2) 27(14.7) 47(8.5)

표 2.  치과의사에 대한 생각                                                      단위: 명(%)

3.3. 치과진료에 대한 생각

치과진료에 대한 성별분포에서는 전체적으로 

안 무섭다는 학생이 많았으며, 그 중 여학생의 

경우는 1학년이 안 무섭다는 결과가 많았다. 또

한 여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치과진료에 대해 

무섭다는 경향을 보 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15)<표 3>.

3.4. 치통경험

치통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남, 여 모두 치

통경험이 있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경험률이 높았다

<표 4>.

3.5. 불안도 점수

불안도 점수에 대한 성별, 학년별 분포이다. 

불안도의 최고점은 5점이었고 최저점은 0점이었

다. 남아의 학년별 불안도 점수를 보면 1학년은 

2점의 분포가 높았고, 2 ․ 3학년은 3점의 분포가 

높았다. 여학생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불안도 

점수가 3점이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불안도 점수는 3점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1)<표 5>.

3.6. 주조색의 분포

주조색의 분포는 파란색이 21.8%로 가장 많았

고, 흰색이 20.5%로 두 번째, 녹색이 11.4%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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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학년 3학년 p

치통 경험

남 

0.00 18(11.3) 0(0.0) 0(0.0)

0.01

1.00 11(6.9) 1(0.5) 5(2.7)

2.00 36(22.5) 15(7.1) 23(12.5)

3.00 12(7.5) 53(25.1) 47(25.5)

4.00 1(0.6) 43(20.4) 21(11.4)

5.00 0(0.0) 6(2.8) 0(0.0)

여 

0.00 0(0.0) 0(0.0) 0(0.0)

1.00 1(0.6) 0(0.0) 5(2.7)

2.00 24(15.0) 13(6.2) 27(14.7)

3.00 39(24.4) 54(25.6) 41(22.3)

4.00 15(9.4) 25(11.8) 13(7.1)

5.00 3(1.9) 1(0.5) 2(1.1)

표 5.  불안도 점수

Colors 명(%) 순위

White 114(20.5) 2

Gray 47(8.5) 4

Black 18(3.2) 11

Red 19(3.4) 10

Brown 12(2.2) 12

Orange 28(5.0) 8

Ocher yellow 30(5.4) 7

Yellow 39(7.0) 5

Green 63(11.4) 3

Blue 121(21.8) 1

Purple 38(6.8) 6

pink 26(4.7) 9

계 555(100)

표 6.  주조색의 분포

번째로 많았으며 회색(8.5%), 노란색(7%), 보라

색(6.8%), 황토색(5.4%), 주황색(5%), 분홍색

(4.7%), 빨간색(3.4%), 검은색(3.2%)순이었고, 고

동색이 2.2%로 가장 적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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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주조색에 

대한 

분포

남

White 15(9.4) 30(14.2) 10(5.4) 55(9.9)

Gray 9(5.6) 11(5.2) 5(2.7) 25(4.5)

Black 3(1.9) 3(1.4) 10(5.4) 16(2.9)

Red 3(1.9) 6(2.8) 4(2.2) 13(2.3)

Brown 3(1.9) 2(0.9) 3(1.6) 8(1.4)

Orange 5(3.1) 6(2.8) 2(1.1) 13(2.3)

Ocher yellow 5(3.1) 6(2.8) 2(1.1) 13(2.3)

Yellow 1(0.6) 4(1.9) 9(4.9) 14(2.5)

Green 9(5.6) 18(8.5) 19(10.3) 46(8.3)

Blue 16(10.0) 23(10.9) 29(15.8) 68(12.3)

Purple 9(5.6) 7(3.3) 2(1.1) 18(3.2)

Pink 0(0.0) 2(0.9) 1(0.5) 3(0.5)

여

White 16(10.0) 23(10.9) 20(10.9) 59(10.6)

Gray 6(3.8) 12(5.7) 4(2.2) 22(4.0)

Black 1(0.6) 0(0.0) 1(0.5) 2(0.4)

Red 2(1.3) 2(0.9) 2(1.1) 6(1.1)

Brown 1(0.6) 1(0.5) 2(1.1) 4(0.7)

Orange 5(3.1) 5(2.4) 5(2.7) 15(2.7)

Ocher yellow 2(1.3) 6(2.8) 9(4.9) 17(3.1)

Yellow 13(8.1) 5(2.4) 7(3.8) 25(4.5)

Green 5(3.1) 5(2.4) 7(3.8) 17(3.1)

Blue 17(10.6) 18(8.5) 18(9.8) 53(9.5)

Purple 5(3.1) 6(2.8) 9(4.9) 20(3.6)

Pink 9(5.6) 10(4.7) 4(2.2) 23(4.1)

표 7.  성별, 학년별 주조색의 분포

3.7. 성별, 학년별 주조색의 분포
성별 주조색의 분포는 남아의 경우 파란색

(23.3%), 흰색(18.8%), 녹색(15.8%)을 많이 사용

하 고, 여아는 흰색(22.4%), 파란색(20.2%), 노

란색(9.5%)을 주로 사용하 다. 남아가 여아보다 

많이 사용한 주조색은 녹색, 검은색이었고, 여아

가 남아보다 많이 사용한 주조색은 분홍색, 노란

색, 흰색이었다. 남아와 여아가 모두 파란색과 흰

색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

를 보 다(p<0.01).

학년별 주조색의 분포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황

토색과 녹색의 분포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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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M SD 순위

White 2.83 1.00 8

Gray 2.74 1.21 9

Black 3.22 1.22 1

Red 3.16 0.90 3

Brown 3.17 1.11 2

Orange 3.04 0.79 6

Ocher yellow 2.40 1.33 12

Yellow 3.10 0.82 4

Green 2.87 0.94 7

Blue 2.72 0.90 10

Purple 2.45 0.86 11

Pink 3.08 0.63 5

표 8.  주조색별 불안도 점수

White Gray Black Red Brown Orange
O c h e r 
yellow Yellow Green Blue Purple Pink

White

Gray NS

Black NS NS

Red NS NS NS

Brown NS NS NS NS

Orange NS NS NS NS NS

O c h e r 
yellow * NS ** ** * *

Yellow NS NS NS NS NS NS **

Green NS NS NS NS NS NS * NS

Blue NS NS * NS NS NS NS * NS

Purple * NS ** ** * * NS ** * NS

Pink NS NS NS NS NS NS ** NS NS NS *

* : P < 0.05 , ** : P < 0.01

표 9.  주조색과 불안도 점수간의 유의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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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에 따라 주조색의 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p>0.05)<표 7>.

3.8. 주조색별 불안도 점수

주조색별 불안도 점수는 검은색이 3.22로서 가

장 높았고, 고동색이 3.17로서 두 번째로 높았으

며, 그 다음은 빨간색(3.16), 노란색(3.10), 분홍

색(3.08), 주황색(3.04), 녹색(2.87), 흰색(2.83), 

회색(2.74), 파란색(2.72), 보라색(2.45), 황토색

(2.40) 순으로 주조색과 불안도 점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표 8>.

3.9. 주조색과 불안도 점수간의 유

의성 검정

주조색과 불안도 점수간의 유의성 검정에서 불

안도 점수가 검은색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주

조색들은 황토색, 파란색, 보라색이었고, 고동색

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주조색들은 황토색, 보

라색이었으며, 황토색, 보라색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주조색들은 흰색, 검은색, 빨간색, 고동

색, 주황색, 노란색, 녹색, 분홍색이었고, 노란색

은 파란색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p<0.05)<표 9>.

4.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치과의사 선생님’을 그려서 그림의 

주조색과 치과불안도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

해 실시하 다. Sheskin 등15)의 치과불안척도는 

치과치료 직후에 치과의사와 어린이 자신을 그리

게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치과방문 무경험자

를 포함한 어린이의 자신이 생각하는 치과의사를 

회상이나 혹은 상상해서 그리게 하 으므로 연구

대상자를 초등학생 1, 2, 3학년으로 설정하 다. 

인물화에 투사된 불안의 분석에 사용되는 항목

들은 Sonnenberg와 Venham
14)

은 20개의 분석항

목 중에서 최종적으로 6개를 선정하여 치과불안

의 인물화 분석법을 고안하 고, Sheskin 등15)도 

예비연구를 통하여 6개 분석항목을 선정하 다. 

본 연구는 Sheskin 등15)의 분석항목을 변형시켜

서 3개의 항목을 채택하고 4개 분석항목을 선정

하 다. Baldwin
11)

은 발치를 하기 위하여 방문

을 했을 때 그린 그림이 현저히 축소되었으며 

발치를 시행한 후 방문하는 동안 크기가 점차 

증가하 다고 보고하 으며, Klein
12)

은 치과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상황을 아동이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을 그려낸다고 하 다. 또한, 

Eichenbaum과 Dunn
13)

은 불안을 느끼는 아동은 

인체의 일부를 생략하고 매우 작게 그리며 인물

간의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얼굴 표정도 찡

그린 모습으로 나타낸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주조색의 분포는 색에 따라 빈도

의 차이가 크며 1위인 파란색(21.8%, 121명)과 

12위인 고동색(2.2%, 12명)간에는 약 10배의 차

이를 보 다.

성별 주조색의 분포는 남아는 녹색, 검은색을 

많이 사용하 고, 여아는 분홍색, 노란색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이는 유 등17)의 성적에서 남아의 경우 녹색, 파

란색 여아는 주황색, 노란색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 고 김18)의 성적에서 남아는 주황색, 파란색, 

녹색 여아는 주황색, 파란색, 노란색을 많이 사용

했다는 의견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년별 주조

색의 분포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분포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 주조색은 황토색과 녹색이었고, 

학년에 따라 주조색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조 등2)의 성적에서 학년이 증가할수

록 흰색, 노란색, 파란색의 분포가 높아지고 고동

색의 분포가 감소한다고 하여 유사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주조색별 치과불안도 점수는 검은색, 고동색,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주황색, 녹색, 흰색,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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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파란색, 보라색, 황토색의 순이었다. 점수가 

낮은 하위의 2개 색인 황토색과 보라색을 사용한 

아동은 12.2%이었다. 유 등17)과 김18)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보고한 성적과 조 등
2)
이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성적과 비교하 을 때 상

위 두 색이 검은색과 고동색으로 일치하 다. 김
5)
은 심리적 생리적 의미 중에서 치과불안과 관계

된 것 중에서 검은색은 공포심을, 고동색은 식욕

을, 빨간색은 불만과 공격성을, 노란색은 애정욕

구를, 녹색은 허약과 피로를, 흰색은 경계심을 의

미한다고 하 다. 

Alschuler와 Hattwick7)의 연구에서 검은색은 

공포나 불안에 의해서 생겨난 자기의 억압을 나

타내며, 고동색은 더럽히고 싶은 욕구를 나타내

며, 파란색은 불안조절을 나타내며, 빨간색은 적

개심과 공격성을 나타내며, 녹색은 자제, 자신감

과 조심성 등의 결핍을 나타낸다고 하 다. 

치과불안과 색채간의 관련성에 관한 정보를 얻

기 위해서 지역, 연령, 성, 성격, 건강, 계절, 치

과치료경험, 그림 그리는 조건 등의 변수를 다양

하게 조합한 연구를 반복하여 많은 자료를 축적

하고 그 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추출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20).

Sheskin 등15)은 불안도가 첫 번째 내원 시 가

장 낮고 두, 세 번째 내원 시 가장 높으며 네 번

째 내원 시 다시 감소하는 추세지만 초진시보다 

높다고 하 다. 

본 연구는 학교 교실에서 학생 1인당 1매의 용

지를 주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치과의사 그림을 

그리게 하여서 치과불안도를 평가하 으나, 김과 

임
18)

은 자유화를 1주일 간격으로 3매의 그림을 

수집하여 불안도를 분석하 는데 매 회마다 50%

를 상회하 다고 보고하 다. 그러므로 보다 정

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3회 이

상의 치과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1매씩 그림을 수집하여 평가함이 바람직하

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색채를 이용한 아동의 치과불안도

와 주조색을 비교하는 검사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 다. 치과치료를 받기 전

과 받고 난후에 그려진 그림을 통해서 주조색과 

치과불안도 연구와 색채를 이용한 검사법에 관해

서는 앞으로 더욱 추구할 과제라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경상북도 칠곡군에 위치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어린이 555명이 그린 치과

의사 인물화에 나타난 색채를 분석한 결과 주조

색의 분포, 성별 주조색의 분포, 주조색별 불안도

는 다음과 같다.

1. 주조색의 분포는 파란색, 흰색, 녹색, 회색, 노

란색, 보라색, 황토색, 주황색, 분홍색, 빨간

색, 검은색 및 고동색의 순이었다.

2. 성별 주조색의 분포는 남아는 여아에 비해 녹

색, 검은색을 주로 사용하 고, 여아는 남아

에 비해 분홍색, 노란색, 흰색을 더 많이 사

용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3. 주조색별 불안도가 높게 나타난 색은 검은색, 

고동색,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주황색, 녹

색, 흰색, 회색, 파란색, 보라색, 황토색 순이

었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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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paper describ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ntal anxiety and main colors of 

elementary student’s drawing of dentists. This paper is based on the survey with 555 samples were 

chosen from a first, second and third grade students of the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Chilgok-gun Gyeongsangbuk-do. During the survey, students were asked to picture a dentist by 

using 12 colors crayon randomly. And the survey result was summarized in three categories. Those 

are the main color(most frequently used color) distribution in the children’s drawings, ratio 

differences of the main color in terms of gender and the anxiety score for the each color.

1. The order of main colors was blue, white, green, gray, yellow, purple, ocher yellow, orange, 

pink, red, black and brown from the top to bottom.

2. The main colors distribution in terms of gender, male mostly used green and black compare to 

female, and female mostly used pink, yellow and white compare to male(p<0.01).

3. The order of the anxiety score for main colors is black, brown, red, yellow, pink, orange, 

green, white, gray, blue, purple and ocher yellow form the top to bottom(p<0.01).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