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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일개 학 치 생과에 스 링을 받으러 내원한 환자를 상으로 스 링 과 후의 불안  
공포와 vital sign 변화를 알아보기 해 2015년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었다. 자기기입식 설문지 작성과 
Vital Sign을 측정하여 진행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불안  공포에 한 항목  ‘마취용 주사바늘을 볼 때 두려움을 느낀다.’가 가장 높은 수를 보 으며, 
스 일링 과 후에 각각 2.84 , 2.51 으로 조사되었다. 스 일링  맥박은 분당 77.48회에서 스 일링 
후 분당 74.36회, 압은 스 일링  수축기 압이 124.86mmHg에서 122.34mmHg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스 일링 과 후의 불안  공포와 Vital Sign 변수들 간의 상 계는 모두 수축기 압과 이완기 
압이 가장 높은 양의 상 계를 보 으며, 일반  특성에 따른 불안의 경우 스 일링 에 여자는 2.40 , 

남자는 1.86 , 스 일링 후에는 여자 2.16 , 남자 1.65 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일반  특성에 따른 Vital 

Sign의 경우 스 일링  수축기 압이 남자가 133.59mmHg, 여자가 118.31mmHg으로 조사되었으며, 스
일링 후에는 수축기 압이 남자가 129.36mmHg, 여자가 117.87mmHg으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 다. 연령에 따른 Vital Sign은 스 일링 후의 이완기 압의 경우 10  69.63mmHg, 20  

76.48mmHg, 30  이상은 79.29mmHg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완기 압이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스 일링 과 후의 불안  공포와 Vital Sign은 변화가 있으며, 성별, 거주

지, 연령 직업 등이 불안과 Vital Sign 변화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치과에 방문하는 환자들의 불안과 공포를 일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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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vital signs and anxiety 
reactions during scaling to patients who had received the dental hygiene treatment at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in a university. A total of 189 patients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level of anxiety was assessed through a dental anxiety questionnaire consisting of dental fear 
survey scale and dental anxiety survey scale. The vital signs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scaling.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The level of anxiety before scaling was 2.16 and 
after scaling was 1.96. Thi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women. The pulse and systolic blood 
pressure after scaling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77.48 times to 74.36 times per minute and 
from 124.96 mmHg to 122.50 mmHg respectively. These changes are within the normal 
physiological variations. Individual changes in respiration, pulse, blood pressure, body 
temperature are affected by age, gender and previous dental experience, but previous scaling 
experience. The level of anxiety was significantly explained by respiration before scaling and 
pulse after scaling. As a result, scaling was associated with dental anxiety reactions and 
changes in vital 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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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 일링은 치과 생사의 고유 업무  하나로 치주

질환을 방하고, 치료하는 기본 인 술식 임에도 불구

하고, 스 일링에 한 잘못된 정보와 통증에 한 불

안  공포로 인해 시술받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1]. Honato 등[2]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 인 치과처치

에서 실제 치료내용과 연 하여 88%의 환자가 치료 

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고 보고하 으며, 

Milgrom 등[3]의 연구에서는 치과치료의 불안과 두려

움으로 인하여 10∼15%의 성인들이 치과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이는 나라마다 치과치료에 한 

불안과 공포 정도가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치과불안과 공포는 치과치료를 받는 환자

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상이며, 불안과 련된 환자의 

행 는 증상의 지연  악화로 치료가 힘들게 될 뿐만 

아니라 의료비용의 증가, 치과정기검진  진료 약이 

감소하여 구강 리에 요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4]. 이

와 같은 불안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맥박, 호흡의 

증가, 압의 상승, 땀의 분비  스트 스 호르몬의 분

비증가 등 신체내의 다양한 생리 인 반응을 일으키고, 

심리 으로는 무기력감, 소외, 고독  자신의 가치에 

한 회의 등에 빠지게 하며, 일반 인 지각능력  집

력 하로 문제해결에 효과 으로 처할 능력을 잃

어버리게 하므로 원활한 검사의 진행을 방해 할 수도 

있다[5]. 공포의 자극에 노출되면 즉시 불안의 반응이 

나타나며 근육긴장, 발한, 메스꺼움 등과 같은 신체  

반응을 유발하고 환자들의 심리 , 생리  변화 한 

나타낸다[6]. 그러므로 환자의 불안을 여주어 보다 안

하고 효과 으로 치료가 진행되도록 도울 수 있는 치

생 재가 요구된다. 스 일링에 한 불안  공포

와 련된 인자는 구강내외 검사  머리-목 검사와 단

단한 조직검사, 치면연마, 치실사용 등은 최소의 불안과 

련이 있으나, 치주낭 측정과 스 일링은 높은 통증과 

련성이 있고, 특히 치은과 기구의 이 가장 높은 

통증과 련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7]. 불안이나 

공포에 따른 생리  변화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하나,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생징후

(Vital Sign)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가장 객 으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8]. 

재까지 스 일링에 한 불안과 공포에 련된 연

구는 치 생 처치와 련된 두려움, 불안  련요인

[6], 일부 은 스 일링 환자들의 치 생치료 공포  

련요인[4], 스 일링 처치 시 상자가 느끼는 치과불

안도와 자기 효능감의 련성[9], 음  스 일링 시 

환자의 우울, 불안이 통증에 미치는 향[10] 등이 있었

으나 스 일링을 받기 과 받은 후로 나 어 불안 정

도를 측정하고, 신체변화까지 조사한 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개 학 치 생과 실습실에 스 일

링을 받으러 내원한 환자를 상으로 스 일링 과 후

의 불안정도와 신체(vital sign)변화를 비교하고, 분석

함으로써 향후 치 생과 학생들의 치 생 리과정 시 

환자들의 불안과 공포를 감소시키고, 스 일링에 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한 치 생 재 방안 마련과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스 일링을 받기 해 천안에 소재하고 있

는 ○○ 학교 치 생과 실습실에 내원한 환자를 상

으로, 문진을 통해 신질환이 없고, 약을 복용하지 않

는 환자만을 선정하 으며, 2015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다.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의 내용, 

비 보장  연구목 으로만 사용됨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서면으로 동의한 환자들에 한하여 스 일링 과 후

에 각각 설문지를 배부하 으며, 자기기입식으로 작성

하여 회수하 다. Vital Sign은 맥박, 호흡, 압, 체온 

4가지를 각각 측정하 으며, 최종분석 상자는 응답이 

미비하거나 Vital Sign 측정이 정확치 않은 27명을 제

외한 189명의 분석자료를 이용하 다. 표본크기는 G 

Power 3.1 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  0.05, 통계  

검정력 0.8, 효과크기 0.3으로 응 t-test  상 계

분석에 필요한 171명이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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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세부 항목 N(%)
성별 남자 81(42.9)

여자 108(57.1)

거주지 서울 36(19.0)

경기 92(48.7)

충청 53(28.0)

기타 8(4.2)

연령 10대 8(4.2) 

20대 157(83.1)

30대 이상 24(12.8)

직업 학생 124(65.6)

직장인 24(12.7)

기타 41(21.7)

결혼여부 예 165(87.3)

아니오 24(12.7)

전신질환 유무 있다. 6(3.2)

없다. 183(96.8)

치과치료경험 유무 있다. 174(92.1)

없다. 15(7.9)

실내음악 유무 있다. 86(45.5)

없다. 103(54.5)

스켈링경험 유무 있다. 106(56.1)

없다. 83(43.9)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Unit & Chair에 앉아 10분간 안정

↓

혈압과 맥박 측정

↓

1분간 호흡 횟수 측정

↓

체온 측정

그림 1. 스케일링 전/후 각 2회 측정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Cho[6]와 Kim[11]의 선행연구에서 

Cronbach'α =0.91, Cronbach'α =0.93으로 신뢰도가 검

증된 도구를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일반  특성의 경우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직업은 선행연구의 도구를 사용했으며, 거주지, 신

질환 유무, 치과치료 경험우무, 스 일링 시 실내음악 

유무, 스 일링 경험 유무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불안  공포 문

항의 경우 11개 문항은 선행연구의 도구를, 9개 문항은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불안  공포 문항은 ‘  그 지 않다’를 1 , ‘매우 그

다’를 5 으로 하여 1 부터 5 까지를 측정하 으

며,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α = 0.971이었다. 

Vital Sign의 경우 계측의 정확성과 일치를 해 연

구자 3인이 세운 기 에 맞게 동일한 기종인 체온계 

Thermoscan (Braun GmbH, Germany)과 압  맥박

측정기인 Omron(Omron Healthcare Co., Ltd, China)을 

사용하여 2회 반복 측정하여 같은 수치가 나온 것만을 

사용하 으며, 같은 수치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

균값을 사용하 다. 

Vital Sign의 측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Vital Sign 측정  Unit & Chair에 앉아 10분간 안정

을 취한 뒤 자동 압계를 사용해 압과 맥박을 측정

하 다. 그 후 환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1분간 호흡 

횟수를 측정하 으며, 마지막으로 자 체온계를 사용

해 외이도 부분의 체온을 측정하 다. 이와 같은 과정

을 스 일링 에 10분 간격으로 2회 측정, 스 일링 후

에 10분 간격으로 2회를 측정하 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용 소 트웨어인 PASW 

Statistic ver 18.0(IBM Co., Armonk, NY, USA)을 사

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은 빈도분석을, 스 일링 과 후의 불안  공포, Vital 

Sign 변화는 Paired t-test를 실시하 다. 스 일링 

과 후의 Vital Sign 변수들 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서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

으며, 일반  특성에 따른 불안과 Vital Sign은 Paired 

t-test 분석을 실시하 다. 유의성 단을 한 유의수

은 0.05로 고려하 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분포는 남자 81명(42.9%), 여자 108명(57.1%)이

으며, 거주지는 경기 92명(48.7%), 충청 53명(28.0%)

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은 20 가 157명(83.1%)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은 학생이 124명(65.6%)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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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공포
스 링  스 링 후 p-

valueM±SD M±SD

치과에 가는 것이 두려
워 치료날짜를 미룬 적
이 있다.

2.12±1.18 1.88±.98 .000***

치과에 가는 것이 두려
워 약속을 취소한 적이 
있다.

1.85±1.02 1.77±.91 .148

치과에 들어서면 근육이 
긴장되는 것 같다.

2.32±1.19 1.97±1.07 .000***

치과에 들어서면 호흡이 
빨라지는 것 같다.

1.96±.99 1.78±.88 .001**

치과에 들어서면 진땀이 
난 적이 있다.

1.94±1.03 1.74±.92 .916

치과에 들어서면 구역질
을 한 적이 있다.

1.51±.68 1.51±.73 .000***

치과에 들어서면 심장이 
쿵쾅거린다.

2.12±1.15 1.81±.97 .079

치과치료 약속을 정할 
때면 두려움을 느낀다.

1.93±1.08 1.83±.96 .001**

치과에 도착 했을 때 두
려움을 느낀다.

2.08±1.15 1.89±1.00 .003**

대기실에서 치료를 기다
릴 때 두려움을 느낀다.

2.13±1.17 1.96±1.02 .009**

진료의자에 앉아 대기 
시 두려움을 느낀다.

2.13±1.19 1.96±1.04 .001**

치과 특유의 냄새를 맡았
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

2.05±1.09 1.85±.95 .029**

치과의사를 쳐다볼 때 
두려움을 느낀다.

1.87±1.01 1.75±.88 .000***

마취용 주사바늘을 볼 
때 두려움을 느낀다.

2.84±1.39 2.51±1.34 .000***

주사바늘이 살을 찌를 
때 두려움을 느낀다.

2.83±1.39 2.50±1.36 .000***

치아 삭제용 기구를 보
고 두려움을 느낀다.

2.35±1.28 2.10±1.15 .000***

치아 삭제용 기구가 돌
아가는 소리를 들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

2.57±1.31 2.16±1.14 .000***

치아가 삭제되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 두려움
을 느낀다.

2.40±1.21 2.13±1.10 .000***

치석을 제거할 때 두려
움을 느낀다.

2.26±1.07 1.93±.98 .000***

치과치료에 대한 전체적
인 느낌은 나쁘다.

2.28±1.17 1.94±.98 .000***

평균 2.16±.91 1.96±.82 .000***

조사되었다. 신질환의 경우 없다고 응답한 상자가 

183명(96.8%), 스 일링 받는 동안 배경음악이 있었다

고 응답한 상자는 86명(45.5)으로 조사되었다. 치과치

료 경험과 스 일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는 각각 

174명(92.1%), 106명(56.1%)으로 조사되었다[표 1].

2. 스켈링 전과 후의 불안 및 공포

스 일링 과 후의 불안  공포는 변수 부분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그  불안  공포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마취용 주사바늘을 

볼 때 두려움을 느낀다.’로 스 일링 과 후에 각각 

2.84 , 2.51 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사

바늘이 살을 를 때 두려움을 느낀다.’,로 스 일링 

과 후에 각각 2.83 , 2.50 으로 조사되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2]. 

표 2. 스케일링 전과 후의 불안 및 공포  

**P<0.01, ***P<0.001, 대응 t-test에 의함

3. 스케일링 전과 후의 Vital Sign 변화

스 일링 의 맥박은 77.48회, 호흡은 18.25회로 측

정되었으며, 압과 체온은 각각 124.86/77.21mmH g, 

36.68℃로 조사되었다. 스 일링을 마치고 난 후의 

Vital Sign은 맥박 74.36회, 호흡 17.84회로 조사되었으

며, 압은 122.34/76.54mmHg, 체온은 36.71℃로 조사

되었다. Vital Sign  맥박과 수축기 압이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3].

표 3. 스케일링 전과 후의 Vital Sign 변화

스 링  스 링 후
p-value

M±SD M±SD

맥박 77.48±13.98 74.36±12.45 .000***

호흡 18.25±4.21 17.84±4.99 .242

수축기
혈압

124.86±16.21 122.34±13.79 .002**

이완기
혈압

77.21±13.32 76.54±9.54 .440

체온 36.68±.45 36.71±.35 .506

*P<0.05, **P<0.01, ***P<0.001, 대응 t-test에 의함

4. 불안 및 공포와 Vital Sign 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스케일링 전)

스 일링 의 불안  공포와 Vital Sign 변수들 간

의 상 계는 수축기 압과 이완기 압이 가장 높은 

양의 상 계를 보 으며, 불안과 호흡, 맥박과 이완기 

압, 맥박과 수축기 압과의 계가 모두 양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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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보 다. 이 변수들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4]. 

표 4. 불안 및 공포와 Vital Sign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스케

일링 전)

불안  
공포

맥박 호흡
수축기 
압

이완기 
압

체
온

불안
및 
공포

1

맥박 .088 1

호흡 .154* .008 1

수축기
혈압

-.035 .154* -.112 1

이완기
혈압

.031 .307*** -.034 .536*** 1

체온 -.001 -.008 -.017 -.074 .023 1

*P<0.05, **P<0.01, ***P<0.001, 상관분석에 의함

5. 불안 및 공포와 Vital Sign 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스케일링 후)

  스 일링 후의 불안과 Vital Sign 변수들 간의 상

계는 수축기 압과 이완기 압이 높은 양의 상

계를 보 으며, 불안과 맥박 한 양의 상 계를 

보여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5].

표 5. 불안 및 공포와 Vital Sign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스케

일링 후)

불안  
공포

맥박 호흡
수축기 
압

이완기 
압

체온

불안
 및 
공포

1

맥박 .180* 1

호흡 .067 .006 1

수축기 
혈압

-.134 -.020 -.089 1

이완기 
혈압

-.035 .060 -.003 .578*** 1

체온 .083 .071 -.068 .038 -.040 1

*P<0.05, **P<0.01, ***P<0.001, 상관분석에 의함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 및 공포

일반  특성에 따른 불안의 경우 성별만이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스 일링 과 후에 여자가 

남자보다 불안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스 일링 에 

여자는 2.40 , 남자는 1.86 , 스 일링 후에는 여자 

2.16 , 남자 1.65 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스 일링 

의 배경음악 유무와 치과치료 경험  스 일링 경험 

유무는 불안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 및 공포

불안  공포

스 링 스 링 후

M±S.D M±S.D
성별 남자 1.86±.88 1.65±.76

여자 2.40±.85 2.16±.80

p-value .000*** .000***

거주지 서울 2.17±.96 2.06±.89

경기 2.27±.92 1.96±.81

충청 2.10±.87 1.94±.84

기타 1.53±.49 1.53±.50

p-value .143 .443

연령 10-19 2.38±.81 2.19±.73

20-29 2.14±.93 1.93±.84

30 이상 2.29±.76 2.01±.78

p-value .600 .667

직업 학생 2.20±.90 1.98±.81

직장인 2.19±1.00 2.01±.98

기타 2.05±.87 1.84±.78

p-value .652 .607

결혼 여부 예 2.15±.93 1.95±.83

아니오 2.28±.77 2.01±.77

p-value .532 .730

전신질환 유무 있다 2.07±.81 1.75±.84

없다 2.17±.91 1.96±.83

p-value .786 .570

치과치료경험 유무 있다 2.19±.90 1.96±.82

없다 1.93±.93 1.84±.88

p-value .280 .565

실내음악 유무 있다 2.27±.91 2.02±.84

없다 2.09±.90 1.90±.81

p-value .179 .326

스케일링경험 유무 있다 2.17±.90 1.96±.81

없다 2.17±.91 1.95±.84

p-value .973 .926

***P<0.001, t-test와 one way ANOVA에 의함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Vital Sign

일반  특성에 따른 Vital Sign의 경우 성별, 거주지, 

연령, 직업 등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성

별의 경우 스 일링 에는 호흡, 수축기 압, 체온이 

남녀 간의 차이를 보 으며, 스 일링 후에는 맥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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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맥박 호흡

스 링 스 링 후 스 링 스 링 후

M±SD M±SD M±SD M±SD

성별 남자 77.63±12.38 71.98±11.85 17.17±3.74 17.06±5.98

여자 77.37±15.13 76.15±12.65 19.06±4.38 18.42±4.02

p-value .900 .022* .002** .065

거주지 서울 75.25±12.20 73.00±11.53 17.69±3.74 18.78±8.05

경기 77.97±12.42 75.78±11.36 18.46±4.27 17.40±3.87

충청 78.32±15.29 73.87±12.71 18.96±4.25 18.40±4.09

기타 76.38±26.99 67.38±23.01 13.63±4.21 14.88±2.35

p-value .740 .239 .007** .141

연령 10-19 74.88±15.52 74.75±13.89 19.75±3.88 20.50±7.23

20-29 78.98±13.41 74.80±12.67 18.06±4.08 17.33±3.57

30 이상 68.54±14.29 71.33±10.45 19.00±5.08 20.25±9.53

p-value .002** .447 .352 .008**

직업 학생 77.48±12.13 74.28±12.47 18.56±4.24 17.77±4.00

직장인 78.33±19.29 74.00±17.09 17.46±3.03 17.46±3.85

기타 76.98±15.86 74.80±9.07 17.78±4.68 18.27±7.67

p-value .932 .963 .368 .793

결혼여부 예 78.78±13.49 74.77±12.69 18.12±4.08 17.73±5.07

아니오 68.58±14.31 71.54±10.48 19.17±5.04 18.58±4.40

p-value .001** .237 .255 .434

전신질환 유무 있다 70.33±16.07 71.83±15.40 19.00±7.64 26.83±16.79

없다 77.72±13.90 74.44±12.39 18.22±4.09 17.54±3.90

p-value .204 .615 .814 .234

치과치료경험유무 있다 77.17±13.94 74.31±12.71 18.34±4.25 17.84±5.06

없다 81.07±14.48 74.93±9.23 17.13±3.70 17.73±4.26

p-value .302 .853 .287 .934

실내음악유무 있다 77.94±13.11 75.03±12.03 17.74±4.30 17.56±5.88

없다 77.10±14.72 73.80±12.83 18.67±4.11 18.07±4.11

p-value .680 .497 .133 .486

스케일링경험 유무 있다 76.04±14.98 73.03±12.17 18.16±4.28 18.15±5.87

없다 79.33±12.44 76.06±12.67 18.36±4.15 17.43±3.54

p-value .109 .097 .746 .328
*P<0.05, **P<0.01, ***P<0.001, 대응 t-test에 의함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Vital Sign

축기 압, 이완기 압, 체온이 남녀 간의 차이를 보

다. 수축기 압의 경우 스 일링 에 남자가 133.59 , 

여자가 118.31 으로 조사되었으며, 스 일링 후에는 

남자가 129.36 , 여자가 117.87 으로 나타나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연령에 따른 맥박, 호흡, 이완

기 압도 차이를 보 다. 스 일링 후의 이완기 압

의 경우 10  69.63 , 20  76.48 , 30  이상은 79.29

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완기 압이 상승하는 것

으로 조사되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7][표 8]. 

Ⅳ. 고찰

일반 으로 불안은 불특정 혹은 의식 으로 알지 못

하는 해(threat)에 한 기본 인 정서  반응으로 여

겨진다[12]. 불안의 양상은 자가 보고(self-report), 생리

학  반응, 그리고 운동 혹은 외  행 (motor or 

overt behavioral)의 세 가지 반응 체계로 나타난다고 

했다[13]. 본 연구에서는 스 일링을 받으러 내원한 

상자에게 스 일링 처치 과 후의 불안 정도를 자가 

보고 형식의 치과공포 련 설문지를 이용하여 주

인 측정을 하 고 더불어 불안에 따른 생리 인 변화를 

알아보기 한 방법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 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6402

Variables

수축기 압 이완기 압 체온

스 링 스 링 후 스 링 스 링 후 스 링 스 링 후

M±SD M±SD M±SD M±SD M±SD M±SD

성별 남자 133.59±14.74 129.36±12.75 78.54±10.10 78.85±9.83 36.57±.47 36.61±.34

여자 118.31±14.07 117.87±12.15 76.21±15.26 74.81±8.97 36.77±.41 36.77±.34

p-value .000*** .000*** .235 .004** .003** .002**

거주지 서울 125.14±14.78 120.50±11.88 75.36±9.22 75.92±9.61 36.70±.49 36.66±.37

경기 124.78±16.62 121.65±14.38 16.75±10.57 76.95±9.27 36.71±.43 36.74±.37

충청 125.34±17.05 124.72±13.83 78.85±18.42 76.87±9.78 36.61±.41 36.64±.31

기타 121.25±13.95 122.75±15.07 80.00±14.14 72.63±11.46 36.78±.64 36.88±.19

p-value .930 .488 .585 .634 .583 .174

연령 10-19 112.63±22.14 117.50±12.20 69.13±8.85 69.63±9.59 36.73±.27 36.78±.15

20-29 125.73±14.36 122.56±13.22 77.69±13.15 76.48±9.06 36.70±.45 36.71±.36

30 이상 123.25±23.24 122.50±17.76 76.79±15.09 79.29±11.57 36.57±.45 36.66±.31

p-value .072 .601 .205 .044* .415 .688

직업 학생 124.15±15.42 121.67±12.66 76.08±14.03 75.06±8.98 36.67±.45 36.69±.36

직장인 123.38±14.86 123.25±13.17 78.58±10.24 78.79±8.69 36.79±.44 36.72±.42

기타 127.88±19.09 123.83±17.25 79.83±12.48 79.73±10.78 36.65±.43 36.74±.25

p-value .396 .648 .256 .011* .430 .737

결혼여부 예 125.25±17.87 122.34±13.17 77.43±12.95 76.21±9.20 36.70±.44 36.71±.35

아니오 122.13±23.70 122.33±17.84 75.71±15.84 78.83±11.55 36.56±.44 36.67±.32

p-value .378 .998 .555 .209 .145 .609

전신질환 유무 있다 135.67±30.19 127.83±23.40 81.00±12.44 82.67±8.54 36.50±.37 36.60±.15

없다 124.50±15.57 122.16±13.43 77.09±13.36 76.34±9.52 36.69±.45 36.71±.35

p-value .097 .580 .480 .110 .300 .441

치과치료경험유무 있다 124.43±16.28 122.23±13.58 76.68±10.62 76.88±9.48 36.71±.43 36.71±.35

없다 129.80±14.96 123.60±16.58 83.40±30.70 72.67±9.70 36.37±.51 36.60±.35

p-value .219 .713 .413 .101 .005** .211

실내음악유무 있다 125.21±16.01 120.65±13.83 76.97±10.50 76.12±10.01 36.65±.47 36.70±.39

없다 124.56±16.44 123.75±13.67 77.42±15.32 76.90±9.16 36.71±.43 36.71±.31

p-value .786 .125 .817 .574 .339 .994

스케일링경험 유무 있다 125.36±16.94 123.10±14..55 77.10±11.37 77.60±9.17 36.70±.42 36.71±.33

없다 124.22±15.30 121.36±12.78 77.35±15.52 75.19±9.88 36.66±.48 36.70±.38

p-value .632 .390 .900 .085 .584 .744
*P<0.05, **P<0.01, ***P<0.001, 대응 t-test에 의함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Vital Sign

치과공포 련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한 스 일링 

처치  상자의 불안 정도는 2.16 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부 은 스 링 환자들의 치 생 치료 

공포에 한 조 등[4]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불안의 

정도 2.18 , 치과 생처치와 련된 두려움, 불안  

련요인에 한 조[6]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불안의 

정도 2.7 과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Sanikop 등[14]

의 연구에서 스 일링 처치와 련된 불안의 정도는 

1.67 , Zuhal Yetkin 등[15]의 연구에서 치 생 처치와 

련된 불안의 정도는 1.98 으로 본 연구결과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스 일링 처치 후 불안의 정도는 1.96

으로 나타났으며 스 일링 처치 에 느 던 불안 정도

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스 일링 처치 후보다는 처

치 에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큰 것을 확인하 다. De 

Jongh와 Stouthard[16]의 연구에서도 치 생 처치 후에 

33.7%가 불안을 느 다고 하 고 치 생 처치 동안 불

안을 느낀 85% 보다 낮게 나타났다. 스 일링 시 느끼

는 불안은 통증과 련되어 있으며[10][15][17-20] 불안 

정도가 높게 나타날수록 치과진료 회피로 이어진다

[21-23]. 본 연구에서도 치과에 가는 것이 두려워 치료

날짜를 미룬 경험이 2.12  약속을 취소한 경험이 1.85

으로 나타났다. 

일반  특성에 따른 불안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스

일링 과 후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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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불안 정도가 컸으며, 스 링 환자들의 치 생 치료 

공포  련요인에 한 다른 연구에서도 여자가 남자

보다 공포수치가 높았고[4], Cho[6]의 연구결과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두려움 불안 수치가 더 높다고 하

다. Holtzman 등[24]과 Kleinknecht 등[25]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치과치료시의 자극에 의해 더 많은 공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 다. Sanikop 등[14],
 Zuhal 

Yetkin 등[15], Guzeldemir 등[20], Cynthia과 Karen[26]

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 다. 

스 링은 실제로 통증을 유발하는 치료행 로써 

Grant 등[27]의 연구에 의하면 상자의 25%가 치근면 

부착물 제거 시 보통 이상의 통증을 경험한다고 하 고 

De Jongh와 Stouthard[16]는 마취 없이 치은 연하 스

링 시술 시 상자의 85%가 공포와 통증을 느낀다고 

하 다. 통증에 한 두려움이나 불안과 같은 스트 스

는 교감신경계, 순환계, 추신경계 등에 향을 으로 

인해 정상보다 많은 양의 호르몬 분비, 압과 맥박의 

상승, 호흡횟수  호흡용 의 변화 등 생리  변화를 

일으킨다[28]. 압은 보통 10mmHg 이상 상승하며 맥

박 수는 정상수치보다 1분에 30%정도 높아진다고 하

는데 이는 불안으로 인해 심장, 뇌 조직  골격근을 제

외한 모든 기 의 이 수축되어 말 항이 증가됨

으로써 압이 상승되고 심근 자체의 수축력이 강화되

고 심박동수가 증가됨으로써 심박출량이 증가되어 

압이 상승한다[29][30]. 한 불안, 공포와 같은 스트

스로 인해 추신경계가 흥분하여 연수의 호흡 추가 

자극되고 기 지 근육이 이완되어 기도 항이 감소됨

으로써 호흡횟수가 증가된다. 불안, 공포와 같은 스트

스를 받으면 교감신경계는 Adrenocorticotropic 

hormone(ACTH) 생성을 증가시키는 ACTH는 피부표

층의  수축을 야기하여 체내의 열 발산을 방지함으

로 체온을 상승시킨다[30]. 따라서 불안이나 공포를 느

끼는 상황에서 활력징후에 변화가 생긴 것은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정도를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근육 긴장의 경험은 2.32 , 호흡 수 증

가의 경험이 1.96 , 심장 박동 수 증가의 경험이 2.12

으로 나타났으며 근육 긴장의 경험과 호흡 수 증가의 

경험은 스 일링을 마친 후 보다 유의한 수 으로 높게 

생리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31]의 연구

에서도 근육긴장의 경험이 2.2 , 호흡 수 증가의 경험

이 1.86 , 심장 박동 수 증가의 경험이 1.8 으로 본 연

구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생리  변화를 객 으로 측정하기 하여 활력징

후를 스 일링 과 후에 측정하 으며 연구결과 스

일링  맥박은 분당 77.48회, 수축기 압 

124.86mmHg, 이완기 압 77.21mmHg, 호흡 18.25회, 

체온 36.68℃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가 건강한 성인의 

정상 활력징후의 범 를 벗어나지 않았으나 스 일링 

후의 맥박( : 77.48회, 후: 74.36회, p-value: 0.001)과 

수축기 압( : 124.86mmHg, 후: 122.50mmHg, 

p-value: 0.002)이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통증에 한 막연한 불안감이 신체에 무

리를 주지 않는 범  내에서 맥박과 수축기 압에 

향을 주었다가 스 일링 후 불안이 감소하자 맥박과 수

축기 압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김[32]의 연구에

서 치석제거  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최고

압 134.23mmHg 최 압 77.45mmHg 맥박 74.9회 체

온 36.4℃, 호흡 20.77회로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나

타났다. Brand 등[33]은 치은연하 부착물 제거 동안 심

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처치  수축기 압 

122.9mmHg, 이완기 압 73.4mmHg, 맥박 65.6회로 나

타났으며 처치 , 후의 수축기 압과 이완기 압 그

리고 맥박의 변화가 정상 범  내에서 유의한 수 으로 

변화하 다고 보고하 다. Brand[34]는 치근 활택술과 

스 일링 동안 수축기 압과 이완기 압이 각각 

5-14mmHg, 3-9mmHg의 정도로 유의하게 증가하 는

데 부분의 변화는 정상범  안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 다. 

Brand[34]는 치과치료 동안 맥박수와 압의 변화는 

성별, 나이, 과거의 치과치료 경험에 향을 받는다고 

하 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성별에 따른 활력징후의 차

이가 나타났다. 스 일링 에는 호흡과 수축기 압, 

체온이 성별에 따라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고 스 일

링 후에는 맥박과 수축기 압, 이완기 압, 체온이 성

별에 따라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나이에 따라서도 

맥박, 호흡, 이완기 압 등 일부 활력징후에 차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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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나 스 일링 경험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치과치료경험유무에 따른 차이는 스 일링  체온

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스 일링 , 후 불안과 활력징후의 상 계를 살펴

본 결과 스 일링 에는 호흡과 불안 간에, 스 일링 

후에는 맥박과 불안 간에 높은 상 계를 보 다. 불

안은 생리  반응을 변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 정도가 높으면 활력징후의 변화가 크다고 한 홍

[2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 스 일링을 받으러 온 상자들은 스

일링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불안에 의한 생리  변

화도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 다. 치과진료 에서

도 스 일링은 주로 구강질환 방을 해 행해지는 술

식으로 진료를 장기간 회피하는 경우 심각한 구강질환

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18][35] 스 일링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을 도포마취제나 심리  행동조 법 등의 

방법을 통해 상자의 불안  공포를 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20]. 한 치과 공포는 치과의료 종사자에 

한 신뢰가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36] 신

뢰 계 형성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

한 상자들은 스 일링 처치를 스 일링 처치 술식에 

한 검증이 되지 않은 학생으로부터 받아야 했기 때문

에 더욱 불안함을 느 을 것으로 상되며 따라서 스

일링 시 겪게 되는 통증 조 의 노력뿐만 아니라 처치

자와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치 생과에 스 일링을 받으러 내원한 환

자를 상으로 스 일링 과 후의 Vital Sign 변화를 

알아보기 해 2015년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었다. 

조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 작성과 Vital Sign을 측정하

여 진행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불안  공포에 한 항목  ‘마취용 주사바늘을 볼 

때 두려움을 느낀다.’가 가장 높은 수를 보 으며, 스

일링 과 후에 각각 2.84 , 2.51 으로 조사되었다. 

스 일링  맥박은 분당 77.48회에서 스 일링 후 분

당 74.36회, 압은 스 일링  수축기 압이 

124.86mmHg에서 122.34mmHg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스 일링 과 후의 불안  공포와 Vital Sign 변

수들 간의 상 계는 모두 수축기 압과 이완기 압

이 가장 높은 양의 상 계를 보 으며, 일반  특성

에 따른 불안의 경우 스 일링 에 여자는 2.40 , 남

자는 1.86 , 스 일링 후에는 여자 2.16 , 남자 1.65

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일반  특성에 따른 Vital Sign

의 경우 스 일링  수축기 압이 남자가 

133.59mmHg, 여자가 118.31mmHg으로 조사되었으며, 

스 일링 후에는 수축기 압이 남자가 129.36mmHg, 

여자가 117.87mmHg으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 다. 연령에 따른 Vital Sign은 스 일링 후의 

이완기 압의 경우 10  69.63mmHg, 20  

76.48mmHg, 30  이상은 79.29mmHg으로 연령이 증

가할수록 이완기 압이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스 일링 과 후의 불안 

 공포와 Vital Sign은 변화가 있으며, 성별, 거주지, 

연령 직업 등이 불안과 Vital Sign 변화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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