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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RS를 이용한 구강 편평태선 환자의 생활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내과학 교실

고명연․박수현․옥수민․허준영․안용우․정성희

편평태선은 피부와 점막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써 신체 여러 부위에 침범하여 매우 다양한 임상소견을 나타낸

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부나 점막에서 유도된 항원변화에 대한 상피와 결체조직 사이의 세포매개성

면역반응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년 여성에서 호발하고,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번갈아 일어나는 것이 이 질환의 특징

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약물 등의 여러 요소가 증상의 악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부

편평태선 환자의 60-70%에서 구강 편평태선이 동반되고, 구강 편평태선 환자의 2/3 가량이 단독병소로써 나타난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서적 스트레스가 구강 편평태선을 악화시키는데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임상검사 혹은

조직검사 결과 구강 편평태선으로 진단된 환자 30명과 치과대학 학생들의 부모들 중 구강 편평태선의 증상 및 병력이 없는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스트레스 상황의 평가를 위해서는 한국적 문화에 맞게 적절하게 변형한 Holmes와 Rahe의 사회적

재적응 평정척도 설문지(SRRS)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구강 편평태선 환자들이 대조군에 비해 최근 1년 동안 더 많은 수

의 스트레스성 사건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구강 편평태선, 사회적 재적응 평정척도(SRRS),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1)Ⅰ. 서 론

구강 편평태선은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

로서 인구의 약 1-2% 정도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흔

한 구강점막질환이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부나 점막에서 유도된 항원변화에 대한

상피와 결체조직 사이의 세포매개성 면역반응에 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구강 편평태선의 악화에 있

어서 정신적, 유전적, 국소적, 환경적 및 생활습관적

인자 등이 다양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

상의 악화와 완화가 번갈아 일어나는 만성적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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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현재로서는 편평태선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주된 치료 목표는 증상의 일시

적인 완화에 있다. Corticosteroid
2)
의 적용이 가장 일

반적인 방법으로 그 외 retinoids
3)
, griseofulvin

4)
,

dapson5), azathioprine6), cyclosporine7) 등에 관한 보

고도 있다.

임상적으로는 크게 망상형, 홍반형, 미란형으로 구

분 가능하다. 망상형 병소는 대부분의 경우 큰 증상이

없으나, 혀의 측면 혹은 배면에 이환될 경우 미각장애

및 작열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반해 위축성

혹은 미란성 병소의 경우에는 단순한 불편감에서부

터 음식섭취, 대화, 연하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한 통

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구강 편평태선의 악성 변이에 관해서는 상당한 논

란이 있으나, 여러 연구들
8,9,10)

에서 0-5.6%의 빈도로

편평상피암이 보고되었고, 미란형 혹은 판상형에서

보다 악성전환이 나타나기 쉬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11)
.

Wilson
12)

에 의해 편평태선이 여러 신체 부위에 이

환가능한 만성질환으로써 악성전환의 가능성이 있음

이 거론되고부터 심리적 스트레스가 주요인자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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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기 시작하였다. Hampf 등
13)

은 정신장애가 있는

구강 편평태선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Rojo-Moreno 등14)은 구

강 편평태선 환자가 대조군에 비해 더 높은 불안성향

을 나타냄을 보고한 적이 있으나, 상관관계를 규명하

지는 못하였고, Allen 등15)은 심리적 요인들과 구강

편평태선 간에 큰 상관성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오늘

날까지도 구강 편평태선과 심리적 요인간의 상관관

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Holmes와 Rahe
16)

는 5,000여명의 환자가 질병 발생

전에 겪은 생활변화 중 의미 있는 43개 생활변화를 선

택하여 정신사회적 재적응(psychosocial read-

justment)양을 정량화한 사회적 재적응 평정척도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SRRS)를 고안하

였다. 이때 기간에 따른 SRRS 생활사건의 발생을 기

록하는 최근생활기록표(Schedule of recent life

experience, SRE)를 작성하여, 발생한 생활사건과 정

해진 평점을 곱한 합을 생활변화단위(Life change

unit, LCU)로 정의하였다. 백과 홍
17)
은 이 생활변화 단

위의 총합이 스트레스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간주하여

생활사건이 발생하면 긍정적 혹은 부정적 변화에 관

계없이 적응이 요구되므로 스트레스는 재적응 정도로

나타내야 한다고 이론화하였다. 따라서 생활변화의

축적이 질병발생과 관련되어, 생활변화량이 크면 클

수록 질병의 위험이 커지고 만성 질환이 더욱 심해진

다고 하였다
18)
. 생활상의 변화를 한국의 문화사회적

상황에 입각하여 표준화한 사회적 재적응 평가척도가

고 등
19)
, 최 등

20)
, 홍 등

21)
, 이 등

22)
에 의해 제작되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Holmes 등의 SRRS를 조 등
23)
이 표

준화한 사회적 재적응 평가척도를 이용하여 스트레스

와 구강 편평태선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구강 편평태선으로 진단된 환자의 생활상

의 변화를 파악하여 스트레스가 구강 편평태선을 악

화시키는데 얼마나 관여하는가를 평가함으로써 구강

편평태선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

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산대학병원 구강내과

에 내원한 환자 중에 구강검사 및 조직검사를 통해

구강 편평태선으로 진단된 환자 30명(남: 5명, 여: 25

명)을 실험군으로 선택하고, 같은 기간 부산대학교 치

과대학 학생들의 부모 중 구강 편평태선의 증상 및

병력이 전혀 없는 남녀 30명(남: 5명, 여: 25명)을 대

조군으로 선택하였다. 연령층은 실험군이 평균 48세

(30-64세), 대조군이 평균 49세(32-67세)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구강 편평태선 환자의 생활변화를 평가

하기 위하여 Holmes와 Rahe
16)

가 고안하였고, 조 등
23)

이 한국적 문화 상황에 맞게 표준화한 사회적 재적응

평정척도를 이용하였다(Fig. 1). 사회적 재적응 평정

척도는 총 43문항으로 6개의 범주 즉, 결혼생활 변화

범주(문항 2,3,7,9,12,13,14,19,23,24,26), 건강생활 변화

범주(문항 6,34,38,40), 직장생활 변화범주문항(문항 8,

10,15,18,22,30,31), 가정과 가족생활 변화범주문항 (문

항 1,5,11,17,28,32,39), 경제생활 변화범주(문항 16,20,

21,37), 그리고 개인생활 및 사회생활 변화범주(문항

4,25,27,29,33,35,36,41,42,4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문항 42는 원래 Holmes와 Rahe16)에 의해

“Christmas”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한국적 문화상황

을 고려한다면 “명절”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보완하였다24).

조사대상자는 지난 1년간의 생활상의 변화를 생각

하여 43문항 각각에 대하여 “전혀없다”, “6개월이내”

또는 “7-12개월이내”의 해당란에 표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평점은 Holmes와 Rahe에 의해 규준

된 생활변화단위(Life Change of Unit, LCU)에 따르

고 총 변화량 즉, LCU 총점과 총변화수를 세분하여

구강 편평태선 환자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을 생활변화량 150점을 기준 점수로 150점

이상의 경우 고점수층, 미만의 경우 저점수층으로 분

류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상호비교 하였고
23)
, 총 43개

문항의 사회적 재적응 평정척도를 6개 범주로 분류하

여 각 범주에 대하여 환자군과 대조군간의 차이를 비

교하였다.

3. 통계처리

각 집단간의 비교는 SPSS package version 12.0을

이용하여 95% 신뢰구간에서 Independent Two-

sample t-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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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항들은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문제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우선 하나 하나 자세히 읽어보시고 당신이 지난

1년간 이런 문제에 직면했는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 후에 각 문항의 오른쪽에 있는 3가지 대답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X"표를 하십시오. 한 문항도 빼지 말고 반드시 한가지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생활상의 변화 전혀 없다 6개월 이내 7-12개월 이내 점수
1 배우자의 사망 100
2 이혼 73
3 별거 65
4 유죄신고 63
5 가족의 사망 63
6 상해나 질환 53
7 결혼 50
8 해고 47
9 부부간의 불화 45
10 정년퇴직 45
11 가족의 건강상태 변화 44
12 임신 40
13 성문제 39
14 새로운 가족구성원의 출현 39
15 사업의 재조정 39
16 재산상태에 있어서의 변화 38
17 친우의 사망 37
18 직업의 변경 36
19 배우자와의 말다툼 횟수에 있어서의 변화 35
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저당 31
21 저당분의 경매처분 30
22 일에 있어서의 책임상의 변화 29
23 자녀의 출가 29
24 고부간의 갈등 29
25 탁월한 개인적 갈등 28
26 아내가 일터로 나가거나, 사직함. 26
27 입학이나 졸업 26
28 생활조건상의 변화 25
29 개인적 습관의 수정 24
30 상급자와의 갈등 23
31 작업시간이나 조건의 변화 20
32 주소의 변경 20
33 학교의 불편 20
34 오락의 변경 19
35 교회활동에 있어서의 변화 19
36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변화 18
37 백만원 이하의 저당 17
38 수면습관의 변화 16
39 가족이 만나는 횟수에 있어서의 변화 15
40 섭식습관의 변화 15
41 휴가 13
42 명절 12
43 경미한 법률 위반 11

Number of Life events : 6개월 이내 ( ) 7-12개월 이내 ( ) 12개월 이내 ( )

LCU
*
: 6개월 이내 ( ) 7-12개월 이내 ( ) 12개월 이내 ( )

병록번호 : _______ 성명 : ______ 연령 : ___ (남/여) 직업 : _____ 학력 : ____

Fig. 1.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SRRS)

*: Life Change Unit (Total sum of multiplicated scores of Life event and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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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생활변화량과 생활변화수의 비교

대조군과 환자군의 생활변화량(LCU 총점)이 내원

전 6개월 이내에서 각각 16.57점과 50.40점으로 환자

군에서 높게 나타났고(p=0.000), 내원 전 7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서 각각 32.23점과 63.87점으로 환자군

에서 높게 나타났다(p=0.001). 전체 1년간의 생활변화

량에서도 대조군과 환자군에서 각기 48.80점과 114.27

점으로 환자군에서 현저히 높은 변화량을 보였다

(p=0.000)(Table 1, Fig. 2). 대조군과 환자군의 1년간

평균 생활변화수는 각기 1.70건, 5.30건으로 환자군에

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0)(Table 2, Fig. 3).

Period (month) Control group (n=30) OLP group (n=30) p*

under 6
Mean 16.57 50.40

0.000
SD 17.09 32.32

between 7-12
Mean 32.23 63.87

0.001
SD 31.16 38.94

within 12
Mean 48.80 114.27

0.000
SD 31.54 51.98

*: by Independent Two-sample T-test

Table 1. Total number of LCU between Control and OLP group.

Fig. 2. Total LCU between Control and OLP group.

2. 점수 분포에 따른 비교

생활변화량 150을 기준으로 대조군 및 환자군을 고

점수 집단과 저점수 집단으로 분류하였을때, 저점수

대조군은 100%, 환자군은 76.67%로 나타났고, 고점

수 대조군은 0.00%, 환자군은 23.33%로 나타났다. 대

조군에 비해 환자군에서 고점수 집단이 현저히 높게

확인되었다(p=0.000)(Table 3, Fig. 4).

3. 범주에 따른 비교

사회적 재적응 평정척도 43개 문항을 6개의 범주

즉, 결혼, 건강, 직장, 가족, 경제, 사회생활 범주로 나

누어서 생활변화 발생빈도를 살펴본 결과 결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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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month) Control group (n=30) OLP group (n=30) p*

under 6
Mean 0.70 2.93

0.000
SD 0.65 1.48

between 7-12
Mean 1.00 2.37

0.000
SD 0.87 1.33

within 12
Mean 1.70 5.30

0.000
SD 0.79 1.99

*: by Independent Two-sample T-test

Table 2. Number of life events between Control and OLP group.

Fig. 3. Number of life events between Control and OLP group.

Fig. 4. Number of distribution score between control and OLP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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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U Totals Control group (%) OLP group (%) p*

Low (under 149) 100.00 76.67
0.000

High (over 150) 0.00 23.33

*: by Independent Two-sample T-test

Table 3. Number of distribution score between Control and OLP group.

Categories Control group (n=30) OLP group (n=30) p*

Marital
Mean 0.20 0.50

0.092
SD 0.41 0.86

Health
Mean 0.367 1.13

0.001
SD 0.61 0.97

Occupational
Mean 0.20 0.87

0.001
SD 0.41 0.94

Familial
Mean 0.40 1.27

0.000
SD 0.50 1.08

Financial
Mean 0.07 0.47

0.011
SD 0.25 0.78

Social
Mean 0.47 1.10

0.005
SD 0.57 1.03

*: by Independent Two-sample T-test

Table 4. Number of frequencies comparison between Control and OLP group in 6 categorized events.

Fig. 5. Number of frequencies comparison between Control and OLP group in 6 categorized lif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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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092), 그

외 건강, 직장, 가족, 경제, 사회생활 범주에서는 대조

군보다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발생빈도가 증가하였다

(p<0.05)(Table 4, Fig. 5).

Ⅳ. 총괄 및 고찰

구강 편평태선의 급성 악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가장 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 사실 정신

사회적 스트레스원 자체가 스트레스 질환을 일으키

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그보다는 스트레스원에

대한 인간의 능동적인 인지 과정이 중요한 요인으로

서 작용하게 된다. 인지된 스트레스가 개개인의 적응

능력에 비해 강도가 너무 크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

우 혹은 개체가 효율적인 대체 기전을 통해 스트레스

반응을 최소화할 수 없을 때 개체의 적응력을 고갈시

키게 된다. 따라서 유전적 혹은 환경적 영향으로 취약

해져 있는 장기에 대해 스트레스 질환이라 불리우는

여러 신체정신적 질환을 유발하게 되고, 기존에 질환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각도가 높아지게 된다
25)
.

이번 연구에서는 구강 편평태선의 악화와 정신적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Chaudhary
26)

에 의하면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구강

편평태선 환자에서 스트레스, 불안, 우울과 관련된 수

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Bajaj 등
27)

의 연구에서

는 구강 편평태선의 악화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인

자가 스트레스라고 분석되었다. 또 Vallejo 등28)은 구

강 편평태선 환자에서 불안과 우울 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Rojo-Moreno 등
14)

은 특히 미란

성 구강 편평태선 환자에서 불안과 우울지수가 높다

고 보고하였다. 실제 이번 연구에서도 대조군과 OLP

환자군 간에 내원 전 1년 동안의 생활변화량과 생활

변화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구강 편평태선 환자군에

서 생활변화 정도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재적응이란 사건의 바람직함과는 무관하게

생활사건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시간16)으로서 재적응

을 요하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정도

가 증가한다
17)
. Stein

29)
은 과거 12개월간 개체에서 가

해진 생활변화량이 150점 미만의 경우 향후 2년 이내

심각한 건강상의 변화를 겪을 확률이 33% 정도, 150

점 이상 300점 미만의 경우 50% 정도, 300점 이상이

면 80% 정도까지 증가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번 연구

에서 대조군은 100%에서 150점 미만의 생활변화량을

보였고, 구강 편평태선 환자군은 23.33%에서 150점

이상의 생활변화량을 보였다(Table 3, Fig. 4). Stein
26)

의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대조군에 비해 구강 편

평태선을 지닌 환자들에서 심각한 건강상의 변화가

야기될 확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재적응평정척도 43개 문항을 6개의 범주

즉, 결혼, 직장, 건강, 가족, 경제, 사회생활 범주로 나

누어서 생활변화 발생빈도를 살펴본 결과, 결혼생활

범주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그 외 건강,

직장, 가족, 경제, 사회생활 범주에서는 대조군보다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빈도가 증가하였다(Table 4).

Manolach 등
30)

에 따르면 특히 가족과 관련된 스트레

스 상황은 편평태선의 발생 및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재적응 평정척도(SRRS)를 이용하여 구강

편평태선 환자의 생활상의 변화를 연구 검토한 결과,

생활변화의 축적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구강

편평태선 환자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구강 편평태

선의 악화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요인인지 혹은 결과

로서 발생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향후 단속적인

스트레스성 사건이 아닌 만성적인 스트레스 인자와

관련된 비교 연구 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결 론

구강편평태선 환자들이 대조군에 비해 최근 1년 동

안 더 많은 수의 스트레스성 사건들을 경험하였다. 이

러한 심리적 요인이 구강 편평태선의 악화에 관여하

는 직접적인 요인인지 혹은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인

지는 불분명하나, 이번 연구 결과는 구강 편평태선의

발생 및 진행에 있어서 심리적인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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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Life Changes of Oral Lichen Planus Patients by SRRS

Myung-Yun Ko, D.D.S.,M.S.D.,Ph.D., Su-Hyeon Park, D.D.S.,

Su-Min Ok, D.D.S.,M.S.D., Joon-Young Huh, D.D.S.,M.S.D.,

Yong-Woo Ahn, D.D.S.,M.S.D.,Ph.D., Sung Hee Jeong, D.M.D.,M.S.D.,Ph.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Lichen planus is a chronic inflammatory mucocutaneous disease that affects multiple sites of the body. Often it

involves the oral mucosa, but also involve other sites such as skin, genitals, scalp and nails. There is no clear cause

of oral lichen planus (OLP), current data suggest that OLP is a T-cell mediated autoimmune disorder which may have

an altered self-peptide triggering apoptosis of oral epithelial cells. Usually OLP appears in middle-aged women which

tends to be chronic with periods of exacerbation and remission. There are many theories those causes the OLP such

as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genetic tendency, drugs and more. 60-70% of lichen planus is accompanied

by oral lesions, and more than half of its cases are not able to defined by their skin. In this study, among all the

possibility(possible) theories, we tried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emotional stress in exacerbating OLP. There were

thirty patients with a clinical or histological diagnosis of OLP and other thirty subjects who did not show any signs

of systemic disorders include OLP. They were evaluated by using modified Holmes and Rahe's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SRRS). As a result, a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stress was found in the OLP patients than the control

group. Therefore it could be concluded that psychological stress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xacerbating OLP.

Key words: Oral lichen planus,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SRRS), Stressful life ev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