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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ciding factors of regular scaling

checkup in metropolitan adults.

Methods : The subjects were 395 adults of 20s to 50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from

September 25 to October 4, 2012. Data were self-reported questionn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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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Female tried to receive more regular scaling checkup than male. Dental practitioners

were acquainted with the dental knowledge and had more scaling checkup. Those who received

dental scaling checkup tended to use dental hygiene products and visit the dentists regularly.

Those who receiving good dental health services tended to visit the dental clinics more frequently.

Higher knowledge and lower fear of dental treatment lead to frequent regular checkup.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kindness, knowledge of scaling and

regular scaling checkup. Fear to dental treatment showed the negative correlation.

Conclusions : In order to increase intention degree of regular scaling checkup,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for proper oral health behavior and to improve patient care services by

dental hygienist.

Key Words : metropolitan adults, oral health behavior, regularly scaling checkup

색인 구강건강행태 수도권 성인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 ,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생존 수명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 단

순히 생명을 유지하느냐보다 어떠한 삶을 영위하느냐의 중요

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의 개념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면을 반영하여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로 건강수명을 사용하고 있다1)
.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개선되고 의료 과,

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평균수명은 늘었지

만 년도 평균 수명이 세로 일본의 세보다 낮고, 2010 80.8 83.0
2)
,

년 건강수명이 세로 일본의 세에 비해 낮았다2007 71.3 76 3).

또한 평균수명과 건강수명과의 차이가 일본보다 컸으며 이,

러한 차이는 질병 및 부상 등에 의한 고통의 삶을 사는 기간이

이웃국가인 일본보다 길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는 년 월 일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2011 6 2 ‘

는 건강세상을 비전으로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 ,

를 총괄목표로 지향하는 제 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심3

의 ․의결했다4).

이처럼 건강과 건강수명연장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

이 높아지면서 건강의 일부분인 구강건강도 중요한 관심 대

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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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발생빈도가 높고 치아발거의 대표적인 원인

이 되고 있는 구강질환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이다5) 이러.

한 구강질환은 그 특성상 범발성이며 대부분 만성질환이고, ,

비가역적 누진적인 특징이 있어 발생초기에는 통증이나 불, ,

편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초기에 이러한 질환을

발견하기 어려워 방치하기 쉽다6) 그리고 이러한 구강질환은.

다른 질환과는 달리 조기발견과 초기치료에 따라 예방이 가

능하고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
6-9) 서와 박.

6)의

연구에서 실제로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 중 정

상으로 판명된 자는 이며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스스로34.7% ,

의 구강건강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방적 차원에서 정기적

치과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여야 한다.

특히 치주질환은 치아주위조직에서 발생되어 서서히 진행

되는 염증성 질병으로 치은 출혈과 종창 치주낭 형성 및 치조,

골 파괴 등으로 치아상실의 주된 원인이 된다9) 년 건강. 2012

보험통계연보10)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외래 다발생

질병 가운데 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년 동안 치은염 질환으2 , 6

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는 연평균 증가하였다11.9%
11)
.

치주질환은 만성적인 질환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치주치료

의 완료 후에도 향후 재발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9)
.

스케일링은 치주질환의 최선의 예방 및 치료법이고 건강보,

험재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스케일링,

시 다른 구강질환의 조기발견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

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8,9)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정부는. ,

년 월 일부터 스케일링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2013 7 1

키기로 하였으며 또한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의 수가 조,

정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임상에서 치주질환에 대한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11)
.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인 스케일링 수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1)에 따르면

년 구강건강검진 결과 전체 수검자 만명 중 스케일링2011 413

이 필요한 경우는 만명 으로 조사되어 상당수의 스208 (50.6%)

케일링 필요 환자들이 스케일링 수진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에 일반인들이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

경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스케일링 수진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산업장 근로자나.

직장근로자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의식 및

행태와 스케일링 유무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6-9,12-14)는 많으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도권 성인의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의사 결정과 관

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함으로써 구강건강관리 수준 향

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1.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2012 9 25 10 4 ․
으로 대부터 대까지의 일반인 명을 대상으로 자기기20 50 400

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중 응답이 불충분,

한 설문지 부를 제외하고 부를 분석하였다5 395 .

연구방법2.

사용된 설문지는 신12) 진, 15) 황, 16)의 논문을 참고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문항은 일반적 특성 문항. 5 ,

스케일링 시술에 관한 질문 문항 구강건강행태에 관한 질문6 ,

문항 스케일링에 관한 지식 정도를 묻는 문항 치과 공포에8 , 6 ,

관한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5 .

의향도를 묻는 질문은 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Likert 5

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진 의향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스케, .

일링 지식 정도를 묻는 설문문항은 최저 점에서 최고 점, 0 6

만점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치과 공포를 묻는 설문 문항은 년 등. 1995 Humphris

에 의해 수정된 을Modified Dental Anxiety Scale (MDAS) 2011

년 황 등16)이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점, Likert 5

척도를이용하여측정하였고 최저 점에서최고 점만점으로, 5 25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료분석3.

통계분석은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였SPSS ver. 12.0

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

으며 요인에 따른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및 를 이용하였다 정기t-test one-way ANOVA .

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와 다른 요인과의 상관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을 시행하였다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성별 분포는 여자가

남자가 이었고 연령별로는 대가 대50.4%, 49.6% , 30 25.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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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와 대가 순으로 비슷하게 분포하였다25.1%, 20 50 24.8%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이 로 많았으며 월소득은67.6% ,

만원이 로151~250 27.3% 가장 많았고 지인 중 치과 관련 종사,

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로 많게68.6%

분포하였다<Table 1>.

Variable N(%)
Total 395(100.0)

Gender

Male 196(49.6)

Famale 199(50.4)

Age

20~29 98(24.8)

30~39 100(25.3)

40~49 99(25.1)

50~59 98(24.8)

Education

High school≦ 128(32.4)

College≧ 267(67.6)

Income

No income 71(18.0)

150≦ 90(22.8)

151~250 108(27.3)

251~350 64(16.2)

351≧ 62(15.7)

Whether to have acquaintances of the dental practitioners

Yes 124(31.4)

No 271(68.6)

Table 2. Intention degree of regularly receiving scal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N M±SD p-value
Total 395 3.30±1.011

Gender

Male 196 3.19±1.028 0.036

Famale 199 3.40±0.984

Age

20~29 98 3.31±1.040 0.221

30~39 100 3.23±0.930

40~49 99 3.46±1.072

50~59 98 3.18±0.988

Education

High school≦ 128 3.35±1.009 0.452

College≧ 267 3.27±1.012

Income

No income 71 3.31±0.994 0.234

150≦ 90 3.22±0.933

151~250 108 3.24±0.965

251~350 64 3.22±1.091

351≧ 62 3.56±1.111

Whether to have acquaintances of the dental practitioners

Yes 124 3.58±0.938 0.000

No 271 3.17±1.01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The data were analysed by t-test or one-way ANOVA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972 J Korean Soc Dent Hyg 2013 ; 13(6) : 969-7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2.
의향도

조사 대상자의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는 전체 평균

이 이였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로 남자 에 비해3.30 , 3.40 3.19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다 또한 지인 중 치과 관련 종사자가 있는 사람이 이었. 3.58

고 없는 사람은 로 있는 사람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3.17

의향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는 연령별 학력별 월소득. , ,

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구강건강행태에따른정기적스케일링수진3.
의향도

조사대상자의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는 스케일링 경

험이 있는 사람이 으로 없는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고3.53 ,

구강보조위생용품을 사용하는 사람에서 로 사용하지 않3.64

는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검진방문을 하는 사람이,

로 하지 않는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고 구강건강 관리교3.59 ,

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로 없는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으3.58

며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흡연, .

유무에 따른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는 별 차이가 없었

다<Table 3>.

4. 다른 요인에 따른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

조사대상자자 중 스케일링 경험이 있는 명에 대하여 스281

케일링을 시행한 치과위생사의 친절도에 관해 점 척Likert 5

도로 조사하였다 분석상의 편의를 위해 매우 불친절하다. ‘ ’,

불친절하다 보통이다에 답한 대상자를 불친절 그룹으로‘ ’, ‘ ’

분류하고 친절하다 매우 친절하다에 답한 대상자를 친절, ‘ ’, ‘ ’

그룹으로 분류하여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를 비교하,

였다 스케일링 경험자의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 평균.

은 이었고 스케일링을 시행한 치과위생사가 친절했다고3.53 ,

느낀 그룹은 으로 불친절했다고 느낀 그룹 보다 높3.66 , 3.27

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

스케일링 만족도는 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분석상Likert 5 .

의 편의를 위해 매우 불만족했다 불만족했다 보통이다에‘ ’, ‘ ’, ‘ ’

답한 대상자를 불만족 그룹으로 분류하였고 만족했다 매, ‘ ’, ‘

우 만족했다에 답한 대상자를 만족 그룹으로 분류하여 정기’ ,

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만족그룹에.

서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로 불만족그룹 에3.75 3.06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스케일링 지식정도는 최저 점에서 최고 점 만점으로 되어0 6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전체 평균이 이었다 분석상의 편, 3.49 .

의를 위해 점을 낮은 그룹으로 점을 높은 그룹으로 분0~3 4~6

류하여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를 비교하였다 스케일링.

지식 정도가 높은 그룹이 로 낮은 그룹 에 비해 정기적3.57 2.97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Variable N M±SD p-value
Total 395 3.30±1.011

Scling experience

Yes 281 3.53±0.933 0.000

No 114 2.71±0.957

Whether to use dental hygiene devices

Yes 105 3.64±0.972 0.000

No 290 3.17±0.997

Smoking status

Yes 100 3.29±0.935 0.943

No 295 3.30±1.036

Whether to checkup for oral health

Yes 197 3.59±0.958 0.000

No 198 3.01±0.979

Whether to have oral health education

Yes 98 3.58±0.962 0.001

No 297 3.20±1.01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The data were analysed by t-test

Table 3. Intention degree of regularly receiving scaling according to oral health-related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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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공포도는 최저 점에서 최고 점 만점으로 되어 있으5 25

며 조사대상자의 전체 평균이 이었다 분석상의 편의를, 10.88 .

위해 점을 낮은 그룹으로 점을 높은 그룹으로 분류5~10 11~25

하여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를 비교하였다 치과 공포.

도가 낮은 그룹이 로 높은 그룹 에 비해 정기적 스케3.42 , 3.17

일링 수진 의향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4>.

정기적스케일링수진의향도와다른요인과의5.
상관관계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의 상관관계는 스케일링 만

족도와 이었고 치과위생사 친절도와 이었으며 스0.38 , 0.23 ,

케일링 지식정도와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0.37

계를 나타냈다 반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와 치과.

공포도는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0.16

타냈다<Table 5>.

총괄및고안

스케일링은 잇몸질환에 대한 최선의 예방 및 치료법이며,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하여 다른 구강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

으나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인 스케일링 수진을 회피하는 경,

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대부터 대의 일반인 명을20 50 395․
대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구강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Variable N M±SD p-value
Total 281 3.53±0.933

Kindness degree of dental hygienist

Unkindness 91 3.27±0.967 0.001

Kindness 190 3.66±0.893

Satisfaction degree of scaling

Dissatisfaction 88 3.06±0.889 0.000

Satisfaction 193 3.75±0.872

Total 395 3.30±1.011

Knowledge degree of scaling

Low knowledge 180 2.97±0.945 0.000

High knowledge 215 3.57±0.983

Degree of dental fear

Low fear 201 3.42±0.992 0.015

High fear 194 3.17±1.016

Unkindness (=‘vary Unkindness’,‘Unkindness’,‘normal’), kindness(=‘kindness’, vary kindness’)

Dissatisfaction (=‘Very dissatisfaction’,‘dissatisfaction’,‘normal’), satisfaction (=‘satisfaction’,‘vary satisfaction’)

Knowledge Average degree of scaling of total = 3.49

Average degree of dental fear of total = 10.8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The data were analysed by t-test

Table 4. Intention degree of regularly receiving scaling according to other factors

Intention of regularly receiving
scaling

p-value

Kindness degree of dental hygienist 0.229 0.000

Satisfaction degree of scaling 0.379 0.000

Knowledge degree of scaling 0.372 0.000

Degree of dental fear -0.160 0.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Person correlation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Intention degree of regularly receiving scaling and other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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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진.
15)의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수진하는 조사대상자가 여자에서 로 통계66.7%

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구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12)와 성별 건강행태에서 전반적으로 여

성이 남성보다 구강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 하루 동안 잇솔

질 횟수도 더 많고 보조구강위생용품도 더욱 많이 사용하며, ,

정기 구강 검진의 수진율도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15)에 근거

해 볼 때 여성이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지인 중 치과관련 종사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인인 치과관련 종사자의 권유에 따,

른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건강행태에서 스케일링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정기적 스

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스케일링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사람이 라는42.1%

김17)의 연구에서도 보듯이 처음 스케일링 수진 경험이 정기,

적 스케일링을 받게 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구강보조위생용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구강보조위생용품을 사용하,

는 사람 중 약 가 치석제거 경험이 있는 김81.8%
1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구강보조위생용품을 사.

용하는 경우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

게 나타난 연구18)에서 최근 구강보조위생용품의 구입이 용이

해지고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또한 구강검진을 위해 치과에 방문하는 사람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치과방문 횟수.

가 많을수록 구강건강 가치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7)에서 유추해 볼 때 정기적 치과방문이 구,

강건강 신념을 높여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건강 관리교육 경험이 있는 사.

람의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구강건강관리 교육이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해주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이러한 구강 건강 인식 및 행태.

를 갖도록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스케일링을 시행한 치과위생사가 친절하다고 느낀 그룹에

서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스케일,

링을 받고 난 후 만족한 그룹에서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19)의 연구에서 환자 만족

도와 재방문 의도를 결정하는 치과위생사의 서비스변수로

친절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는 결과에서 유추해

볼 때 치과위생사가 친절하게 환자를 배려한 스케일링을 시,

행하여 만족도를 높힌다면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방문 의도와 정기적 스케일링 의향도는 같은 결과인 것으

로 생각되며 이것들의 관련성에 대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이와 최.
20)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신뢰 만족과의 관계가 모, ,

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나 치과위생사는 환자와의 커뮤니,

케이션 중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속도와 분명한 발음 적절한,

목소리 톤으로 이해하기 쉽게 충실히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지식수준을 높혀 구.

강보건교육을 이해하기 쉽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만족

도를 높이고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학교교과과정이나 보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스케일링 수진 결과 본인에 돌아오는 혜택을 묻는 문항으

로 이루어진 지식도 평가에서 스케일링 지식정도가 높은 그

룹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높게 나타났다 구강관.

리에 관한 혜택을 높게 평가할수록 스케일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12) 스케일링과 같은 구강관리가 구강건강에 미치,

는 혜택을 이해하기 쉽게 충분히 설명한다면 정기적 스케일

링 수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 공포도가 낮은 그룹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

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진.
15)은 스케일링 전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 실제 스케일링 시행 후에도 또 다시 받게 된다는 것에

공포가 크다고 보고하였고 이것은 스케일링 시술과는 별도,

로 공포가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서 기인하기도 한다는 사실

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황 등.
16)의 연구에서도 치과

불안으로 인한 치과진료약속연기 경험과 치과 진료약속취‘ ’ ‘

소 경험을 묻는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

고도 치과불안군이 치과에 가야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예방적인 진료의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치과불안군을 선별하고 환자 개개인의. ,

특색을 파악하여 개별화된 치과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을 모색한다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15)의 연구에서 스케일링 시 통증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후에 해야 하는 스케일링에 대한 공포가 커진다고 보고하였

으며 청소년들의 치과치료 공포감에 관한 연구에서 마취경험,

과 우식치료경험이 있는 학생이 공포감을 더 크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21) 이는 치과 치료의 부정적인 경험이 차후 치과 이.

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진료시 치과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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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이는 정기적 스케,

일링 수진 의향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와 치과위생사의 친절도 스,

케일링 만족도 스케일링 지식정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스케일링 시 친절하게 환자를 대.

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환자의 스케일링 지식도와 만족도를

높힌다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 공포도는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와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스케일링 시 환자 개개인의 특색을 파악하.

여 개별화된 치과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전체 조사대상자의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는 으로 높은 편은 아니었으며 다양한 요인3.30 ,

들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한 번의 스케일링 수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행태를 갖도록 구강보건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케일링 진료와 구강보건에 중추.

적 역할을 하는 치과위생사의 자기개발과 환자 만족도를 높

이기 위한 관련 학교교과과정이나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 또한 치과불안군을 선별하고 환자 개개인의 특색을. ,

파악하여 개별화된 치과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표본선정에 있어 서울경기지역에․
국한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전체로 일반화,

하는데 다소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국민들의 정기적 스케일.

링 수진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표본 추출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적극적이고,

정기적인 스케일링 수진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동기 유발

책을 모색하기 위한 면밀한 차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는 잇몸질환에 대한 최선의 예방 및 치료법인 스케

일링의 정기적 수진을 유도하기 위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구강건

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서

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대부터 대의 일반인 명을20 50 395․
대상으로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 기간 동안2012 9 25 10 4

설문지를 배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는 여1.

성이 으로 지인 중 치과 관련 종사자가 있는 사람이3.40 ,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3.58 .

구강건강행태에 따른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는2.

스케일링 경험이 있는 사람이 로 높게 나타났고 구3.53 ,

강보조위생용품을 사용하는 사람에서 로 높게 나타3.64

났으며 치과검진방문을 하는 사람이 로 높게 나타, 3.59

났고 구강건강 관리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로 높, 3.58

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흡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스케일링 경험군의 치과위생사의 친절도와 스케일링 만3.

족도에 따른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는 스케일링을

시행한 치과위생사가 친절하다고 느낀 그룹에서 으3.66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스케일링 후 만족한 그,

룹에서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3.75 .

스케일링 지식정도와 치과 공포도에 따른 정기적 스케일4.

링 수진 의향도는 지식정도가 높은 그룹에서 로 통3.57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불안정도가 낮은 그룹에서,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3.42 .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와 다른 요인과의 상관관계5.

는 스케일링 만족도 치과위생사의 친절도 스케일링 지, ,

식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치과 공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따라서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올바른 구강건강행태 및 관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과 환자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치과위생사의 학교교육과

정과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치과불안군을 선,

별하고 환자 개개인의 특색을 파악하여 개별화된 치과불안,

감소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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