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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related to the consultation and use of preventive
dental services among patients visiting dental clinics.
Methods: The self-reporting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mong patients in Busan, South
Korea, and overall, 319 pati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with a response rate of 83.9%.
Results: Among the study participants, 74.6% stated that preventive service was necessary and
193 patients (60.5%) agreed to undergo consultation for preventive dental service. Consequently,
66.3% of patients who underwent consultation agreed to participate in preventive dental service.
The most popular reason provided to receive this service was “to maintain teeth longer” (72.9%),
whereas the common factor for declining was “lack of time” (49.3%). Most people who did not attend the consultation of preventive dental service mentioned that the dental staff “did not recommend the consultation” (43.9%).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consultation and service use for
preventive dental service showed that dental clinics, age, and satisfaction we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Conclusions: Both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nd dental clinics were important factors for
people to agree to the consultation and use of preventive dental services. If dental staff launch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for the satisfaction of patients, it will increase participation in
preventive dental services, which could help promote oral health and patients’ quality of life.
Key Words: Dental care, Oral health, Patient satisfaction, Preventive dentistry, Preventive health
service

(health)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well-being)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

서 론

다. 하지만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은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 10대 만성
세계치과의사연맹(FDI, World Dental Federation)에 정의된 구

질환에 포함되어있어 구강건강 향상이 필요한 실정이다2). 2017년 외

강건강(oral health)은 “다면적(mutli-facet)이라서 악안면 영역에 어

래진료환자 중 치은염·치주질환으로 치과를 찾은 국민이 1500만 명을

떤 고통(pain), 불편(discomfort), 질병(disease)이 없는 상태에서 말

넘어섰고, 전체 질환 중 치은염·치주질환은 다빈도 질병 2위로 2016

하고, 웃고, 냄새를 맡고, 맛을 느끼고, 만지고, 씹고, 삼키고, 자신감

년 대비 진료비 증가율(12.7%)은 전체 1위였다3). 이처럼 국민에게 발

1)

있게 얼굴을 통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으로, 구강건강은 건강

생 빈도가 가장 높은 구강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경우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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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실할 수 있고4), 이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5)

수 있다 . 더 나아가 치아 상실로 인한 저작의 불편은 영양공급뿐 아니
6,7)

과병원은 최종적으로 부산시에 위치한 3곳을 선정하였다. 해당 치과
병원 3곳은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지부형태로 운영되는 치과로서 동

라 구강 통증과 말하기 불편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 이로 인해

일한 진료체계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예방진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하

전반적인 건강상태나 사회적인 대인관계, 자존감, 그리고 신체 이미지

면서 다수의 환자를 확보하고 있어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였다. 치과병원별 의료진의 경우 3곳을 모두 합한 수치는 치과의사

이렇듯 중요한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치과의사연맹에
1)

는 15명, 치과위생사는 117명으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모두 C, A,

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 첫째 건강한 구강관리행태

B 치과 순으로 많았다. 연구기간 동안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 380명

실천(practice good oral hygiene habits), 둘째 임신부의 경우 특별

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중 응답을 거부하거나 불성

관리(special considerations during pregnancy), 셋째 영유아 예방

실한 응답자 61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19명을 연구대상자로 선

치과적 관리(prevention tips for infants and toddlers), 넷째 연령별

정하여 최종 참여율은 83.9%였다(Fig. 1). 본 연구는 2018년 경희대학

구강건강관리(oral health conditions as you age)를 시행해야 하며,

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KHSIRB-17-095)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제거(avoid risk factors)하고 치과를 정기

설문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뒤 이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진행하

적으로 방문(visit the dentist regularly)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기본

였다.

적으로 예방치료가 필요하며, 치과적 예방치료는 구강질환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는 관리 뿐 아니라, 상실된 구강기능을 회복한 뒤 유지하

2. 연구방법

거나 발견된 구강질환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도 포함되어진다. 즉 구강

조사 기간은 2018년 2월 26일에서 2018년 3월 31일까지 진행되

병 예방이란 구장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개별적 구강 환경

었으며, 설문조사는 자기기입식이었다. 조사 내용은 일반적 특성과 예

에 맞춰서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하는 것을 포

방진료에 대한 인식, 예방진료의 필요성 및 치과 만족도 등으로 구성하

8)

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내원경로 3문항, 예방진료에 대한 인

이러한 예방적 구강건강관리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부분은

식에는 예방진료 상담 및 예방진료 참여 여부, 상담이나 진료 참여, 미

치면세균막 관리로,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 스스로의 올바

참여, 중단 이유, 진료에 참여한 경우 기대감, 만족도, 중단한 경우 문

른 칫솔질과 적절한 구강보조용품인 치실, 치간 칫솔 등의 사용이다.

제 해소 후 재참여 등 11문항, 예방진료의 필요성 및 치과 만족도는 각

그러기 위해 동기부여를 통한 생활습관의 개선 또한 중요하며, 구강질

각 1문항씩 2문항으로 총 16문항이었다. 각 문항의 인식을 비교하고자

환 발병의 기전을 알고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이 발병되지 않도록

만족도나 필요성 등의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1=매우 좋음, 2=좋

원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관리 방법을 알려주어 개인의 노력으로 할

음, 3=보통, 4=좋지 않음, 5=매우 좋지 않음”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념으로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예방행위에

용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사전에 전문가 2인의 검증 및 의료진 10명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하여 고통과 치료

의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 내용

비 감소를 하고,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치료

의 내적 일치도 평가를 위한 예방진료에 관한 신뢰도 분석에서는 표준

중심이 아니라 개인의 습관 변화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강건강

화된 Cronbach’s a=0.702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평

9)

관리교육이 포함된 계속구강건강관리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예

가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IBM Corp. Released 2017. IBM SPSS

방프로그램을 통한 구강관리는 환자의 구강상태를 개선시킬 뿐만 아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5.0. Armonk, NY: IBM Corp.) 프

니라10) 치과 만족도 및 재방문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11), 더 나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소표본 크기에 적

아가 전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현재 이와 관련한 많은 연

합한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9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

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12). 하지만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예방

였다.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의 대한 연구가 부족해 실
제적인 예방진료의 필요성과 요구도를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차 의료기관인 개원가에서 예방중심의 진

Total participants
(N=319)

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개원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Non-participants for consultation
(N=126)

일부 임상 예방진료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고, 환자의 임상 예방진료
의 필요성과 요구도 파악을 통해 개원가에서 임상 예방진료 활성화 방
안 마련을 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치과 예방진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개
원경력 10년 이상의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치

Participants for consultation
(N=193)
Participants for preventive dental service
(N=128)
Non-participants for preventive dental service
(N=56)
Post-participants for preventive dental service
(N=9)

Fig. 1. Patient composition of selected dental cli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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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로 나타났다. 예방진료 상담 여부에 대해 60.5% (193명)가 이미

연구 성적

받아보았다고 하였고, 39.5% (126명)는 상담을 받아보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예방진료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는 ‘예방진료 상담에 관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31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병원별로는 C치과 63.0% (201

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가 43.9% (65명)로 가장 많았고, 시간이

명), A치과 26.6% (85명), B치과 10.3% (33명)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

없어서 22.3% (33명), 관심이 없어서 18.2% (27명), 비용이 부담될 것

고, 여성이 전체의 55.5% (177명)였다(Table 1). 연령별로는 20대와

같아서 13.5% (2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0대가 각각 21.0% (67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대 18.5%
(5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70대 이상이 3.1% (10명)로 대상자 수가

2. 예방진료 상담자 특성

가장 적었다. 치과 방문 경로는 소개로 내원했다는 응답자가 62.7%

조사대상자 중 예방진료 상담을 받았던 193명의 예방진료 관련

(21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광고 10.4% (35명), 소

문항은 아래와 같았다(Table 2). 상담 경험자 중 실제로 예방진료를 받

문 9.6% (32명), 간판외부광고 8.7% (2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은 환자 66.3% (128명), 예방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 29.0% (56명), 예

현재 다니는 치과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44.8% (143명), 만족

방진료를 과거 받았으나 지금은 받지 않는 환자가 4.7% (9명)로 나타

40.4% (129명), 보통 13.5% (43명) 등으로 만족한다는 대답이 전체의

났다. 예방진료를 받은 환자가 예방진료에 동의한 이유는 치아를 오래

85.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유지하기 위해서 72.9% (121명)로 가장 많았고, 더 이상 아픈 치료받

예방진료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가 31.7% (101명), 필요가 42.9%

지 않기 위해서 17.6% (30명), 예방하면 치료비용이 적게 든다고 해서

(37명), 보통이 23.5% (75명)로 나타나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3% (9명), 주변에서 좋다고 해서 4.1% (7명)로 나타났다. 예방진료

Table 1. Distribution of the participant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19)

Characteristic
Dental clinics

Gender
Age (year)

The reason for dental visit (duplicate response)

Satisfaction for dental clinic

Degree of need for preventive dental service

Experience of preventive dental service consultation

Division
A
B
C
Female
Male
≤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Introduction
Through online advertising
Recognition of dental clinic
Conspicuity (subway, bus, etc.)
Partners
Etc.
Very satisfied
Satisfied
Fair
Not at all satisfied
Very necessary
Necessary
Fair
No need at all
Yes
No
The reason for not consent
(duplicate response)

No recommendation
Lack of time
Indifference
Cost burden
Etc.

N (%)
85 (26.6)
33 (10.3)
201 (63.0)
177 (55.5)
142 (44.5)
18 (5.6)
67 (21.0)
54 (16.9)
44 (13.8)
67 (21.0)
59 (18.5)
10 (3.1)
210 (62.7)
35 (10.4)
32 (9.6)
29 (8.7)
9 (2.7)
20 (6.0)
143 (44.8)
129 (40.4)
43 (13.5)
4 (1.3)
101 (31.7)
137 (42.9)
75 (23.5)
6 (1.9)
193 (60.5)
126 (39.5)
65 (43.9)
33 (22.3)
27 (18.2)
20 (13.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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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ponse for preventive dental service by the participation among the people who received the consultation (N=193)

Variable
Experience of preventive dental service use

Participants for preventive dental
service (N=128)

The reason for consent
(duplicate response)

Expectation
(duplicate response)

Decision influencer
(duplicate response)

Satisfaction for dental clinic

Non-participants for preventive dental
service (N=56)

The reason for not consent
(duplicate response)

Past-participants for preventive dental
service (N=9)

Past reason for consent
(duplicate response)

The reason for discontinuation
(duplicate response)
Intention for re-entry

Classification

N (%)

Yes
No
In the past
To maintain teeth longer
No more painful treatment
Cost reduction in future
Recommended
Maintaining teeth longer
Dental caries prevention
No sick
No dental bleeding
Bad breath prevention
Cost reduction in future
Hospital staff
By themselves
Friends
Etc.
Very satisfied
Satisfied
Fair
Missing value
Lack of time
Cost burden
No effect
Etc.
Maintaining teeth longer
Recommendation
Cost reduction in future
No more painful treatment
Lack of time
Cost burden
Etc.
Yes
No
Missing value

128 (66.3)
56 (29.0)
9 (4.7)
121 (72.9)
30 (17.6)
9 (5.3)
7 (4.1)
115 (41.1)
39 (13.9)
31 (11.1)
24 (8.6)
24 (8.6)
21 (7.5)
89 (67.4)
25 (18.9)
15 (11.4)
3 (2.3)
78 (62.4)
42 (33.6)
5 (4.0)
3
37 (49.3)
25 (33.3)
7 (9.3)
6 (8.0)
7 (50.0)
3 (21.4)
2 (14.3)
2 (14.3)
6 (60.0)
3 (30.0)
1 (10.0)
5 (71.4)
2 (28.6)
2

에 대한 기대되는 부분은 본인 치아를 오래 유지 41.1% (115명)가 가

상 아픈 치료 받지 않기 위해서 각각 14.3% (2명)라고 응답하였다. 이

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충치가 안 생기는 것 13.9% (39명),

들이 예방진료를 중단한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비용이 부담돼서 등의

안 아픈 것 11.1% (31명), 입에서 피가 안 나는 것 8.6% (24명), 입냄새

순으로 나타났고, 중단이유가 해결된다면 다시 예방진료를 받겠냐는

해결 8.6% (24명), 치료비용이 많이 안 드는 것 7.5% (21명) 순으로 나

질문에 71.4% (5명)이 그렇다고 하였고, 해결되더라도 예방진료를 받

타났다. 예방진료 동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우선순위로는 병원이

지 않겠다는 응답이 28.6% (2명)이었다.

67.4% (89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본인 18.9% (25명), 주변
11.4% (1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방진료를 받은 후 만족도는 매
우만족 62.4% (78명), 만족 33.6% (42명), 보통 4.0% (5명)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예방진료 상담 및 진료여부 심층 분석
예방진료 상담의 경우 C치과가 70.6% (142명)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B치과 60.6% (20명), A치과 36.5% (31명) 순으로 나타났

상담자 중 예방진료에 참여하지 않은 환자의 비참여 이유는 시간

다(Table 3). 남녀 간의 차이는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연령이 높

이 없어서가 49.3% (37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비용이 부담돼

을수록 상담율도 높아졌다(최저 32.8% (20대, 22명), 최고 76.1% (50

서 33.3% (25명),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9.3% (7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 51명). 또한 치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예방진료 상담도 많이 받는

과거에 예방진료를 받았으나 지금은 받지 않는 환자는 예전에 동의했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 중 예방진료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C치과가

던 이유는 치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50.0% (7명), 주변에서 좋다

73.9% (105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A치과 64.5% (20명), B치과

고 해서 21.4% (3명), 예방하면 치료비용이 적게 든다고 해서, 더 이

15.0% (3명)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과 마찬가지로 남녀 간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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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perience of consultation and use for preventive dental servi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Total
Dental clinics

Gender
Age

Satisfaction for dental
clinic

Division

A
B
C
Female
Male
≤19
20-29
30-39
40-49
50-59
≥60
Fair
Satisfied
Very satisfied

The experience of consultation
†

‡

N

n

%

319
85
33
201
176
142
18
67
54
44
67
69
47
129
143

193
31
20
142
105
88
12
22
24
32
51
52
22
71
100

60.5
36.5
60.6
70.6
59.3
62.0
66.7
32.8
44.4
72.7
76.1
75.4
46.8
55.0
69.9

P-value*
<0.001

0.630
<0.001

0.005

The experience of serivce use
§

N

n||

%

193
31
20
142
105
88
12
22
24
32
51
52
22
71
100

128
20
3
105
73
55
4
11
11
24
36
42
11
34
83

66.3
64.5
15.0
73.9
69.5
62.5
33.3
50.0
45.8
75.0
70.6
80.8
50.0
47.9
83.0

P-value*
<0.001

0.304
0.002

<0.001

*P-value by Chi-square test.
†
Number of total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
Number of participants for consultation among the total subjects in the study.
§
Number of subtotal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e consultation.
||
Number of users for preventive dental service among the subtotal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e consutation.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연령이나 치과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예방

한다15,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예

진료율도 높아졌다.

방진료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개선방안을 도

전체 대상자에서 예방진료 상담 및 진료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출하여 국민들이 자연치아를 오랫동안 아프지 않게 사용하여 건강한

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요인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원가 중심의 예방진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

(Table 4). 변수들을 개별로 분석한 보정 전과 모든 변수들을 포함한

하고자 하였다.

전체 보정한 모형 모두 병원, 연령, 치과 만족도에서 상담여부에 대한

본 설문 조사에는 치과병원을 내원한 환자 총 319명이 응답하였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병원별로 상담을 받을 확률이 A치과

으며, 20ㆍ30대 37%와 50ㆍ60대 39%로 해당 연령대에서 응답이 가

에 비해 B, C치과가 3-4배 정도 높아졌으며, 치과 만족도가 ‘매우 만

장 많았다. 20ㆍ30대는 교정진료나 보철진료로 내원이 많고, 50ㆍ60

족’인 경우 ‘보통’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에는 기

대는 치주질환치료나 임플란트, 틀니 등 수복진료로 내원이 많은 일반

준집단인 10대에 비해 20대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상

진료실에서의 방문 형태와 동일한 형태였다17). 예방진료의 필요성에

담 받을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상담자 중 예방진료 여부에서도 보정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4 정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상담 참

전후 모두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과만족도가 높을수록 예방 진료

여자 중 지속 예방진료 참여자는 66.3%였으며, 이들 중 3/4 정도는 치

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원별 요인의 경우 기준집단

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었으며, 참여 후 예방진료 만

인 A치과에 비해 B치과만 진료율이 낮게 나타났고, B치과는 A치과와

족도는 96%로 높았다. 하지만 예방진료 참여자 중 1회 이상 예방진료

유사한 결과를 보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후 중단한 환자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 ‘비용이 부담돼서’ 등이 가장
빈번한 이유로 나타났고, 중단이유가 해결된다면 다시 예방진료를 받
을 것이라는 응답이 71.4% (5명)였다. 이는 예방진료로 치아우식과 치

고 안

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 효용 가치가 충분하다는 선행논문과 일
현대 의학 및 치의학의 흐름을 보면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
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구강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치하며, 예방진료를 받지 않겠다는 응답의 이유로는 ‘비쌀 것 같아서
안 받겠다‘가 가장 많았던 선행논문과도 동일한 결과였다18).

치과를 방문하는 이유가 치료인 경우가 많다3). 구강질환의 예방을 위

본 연구에서 치과 내원 대상자들의 예방진료 참여에 영향을 미치

해서는 치과에 내원하여 정기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

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한 결과, 예방 진료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이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주기적

용에 환자들의 특성 및 치과에 대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 치면세마와 칫솔질, 각 개인에게 적합한 구강보조위생용품들의 사

나타났다. 우선 병원 자체의 특성은 예방진료 상담 및 진료여부에 매

13,14)

. 또한

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진료 상담의 경우 A치

이러한 관리를 위해 전문가에 의한 치면세균막의 제거도 동반되어야

과에 비해 B, C치과의 상담이 3-4배 이상 많이 이뤄졌으나 상담 후 예

용을 통해 스스로 구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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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5
0.823
2.437
2.421
2.792

0.790

0.526
0.012
0.226
2.140
1.401 14.950
0.400

0.110
0.082
0.003
0.002
0.001
20.824
25.614
68.376
55.432
64.975

0.180
3.499

0.001
0.793
0.336
2.287

상담 및 진료여부를 살펴보면 A치과는 예방진료 상담률과 진료율이
모두 낮게 나타났고, B치과의 경우 상담률은 두 번째로 비교적 높게 나
타났으나, 진료율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C치과의 경우엔 상담율과
진료율 모두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병원의 내부 환경
과 의료진의 서비스 같은 병원선택요인이 진료만족도와 재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며19), 치과 의료서비스 특성
상 진료를 받기 전에는 평가가 어려워 상담과 같은 치과 의료서비스가
진료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도 동일한 결과였다20).

0.862
0.002

연령의 경우에는 20대에서만 예방서비스 상담에 대한 동의수준이 낮
았고, 다른 연령대는 높은 편이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료

8.634
7.172
25.390
18.380
33.531

2.392
13.077
0.353
1.823

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 진료 수요가 매우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Lee 등21)의 연구에서와 같이 20대 이하의 경우 치과에 방문
30대 이상의 경우 구강질환의 유병율이 높아 기능회복을 위한 치료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예방진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0.961

0.013
0.127
0.570
0.678
0.616

0.424
0.043

1.695

0.726
1.307
5.315
4.404
4.625

0.642
2.872
1.024
4.608
0.277

이 진료를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도 동일
한 결과로 나타났다22). 병원에 대한 만족도 또한 병원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예방진료 상담율과 진료율에 모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Baek & Kim2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
였다. 특히 치과에 대한 만족도가 예방 진료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치과 이용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24).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 대상을 편의표본 추출을 통한 일부 지역
의 소수의 치과병원의 내원 환자로 한정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0.334
0.005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2016년 한국 의료패널 심층 분석 보고서에 따
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치과외래 이용항목별 상대비중에서 예방
은 4.7%에 불과하여 일반인 전수를 대상으로 할 경우 의미 있는 조사

2.718
5.192

0.738
1.223
4.354
4.931
4.700

6.123
7.165

1.407

0.019
0.000

0.630

0.012
0.108
0.634
0.419
0.458

1.000
4.254
3.650
1.000
1.013
1.000
0.218
0.389
1.455
1.270
1.367
1.000
1.358
2.173

1.700
2.037

0.605

0.065
0.116
0.399
0.380
0.404

0.002
0.000

여겨진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담

10.643
6.538

0.023
0.684

0.752

0.406
3.564

2.492

0.463
0.399
1.418
1.250
2.100

의 경우 30대 이하에 비해 40대 이상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연령

1.000
0.097
1.561
1.000
1.369
1.000
2.000
1.692
6.000
4.800
8.400
1.000
0.919
4.882

0.001
0.291

0.304

0.353
0.475
0.015
0.022
0.003

1.000
0.067
0.880
1.000
1.663
1.000
3.912
4.591
12.910
11.586
13.469
1.000
0.695
4.577

0.013
0.338

95% CI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다25). 또한 병원에서 예방진료에

0.712
1.345

구가 치과의 예방진료 및 상담에 대한 동의, 미동의, 중단 이유를 파악

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
하고자 시도하는 탐색적 연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표

NagelKerkeR2

Satisfaction for
dental clinic

Age

Dental clinics

*P-value from logistic regression.

본 수가 적은 수라고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병원을 좀

(A)
B
C
(Male)
Female
(≤19)
20-29
30-39
40-49
50-59
≥60
(Fair)
Satisfied
Very satisfied

1.173
2.453

0.569

0.081
0.131
0.408
0.515
0.498

예방진료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정한 치과 의료기관 내원 환

1.000
2.680
4.192
1.000
0.895
1.000
0.244
0.400
1.333
1.594
1.529
1.000
1.391
2.643

관한 상담 및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에 현재

Gender

Fully adjusted

OR

P-value*
Unadjusted

95% CI
95% CI

Fully adjusted

P-value*

OR

치과는 오히려 낮은 진료율을 보였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여 치과별

이유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구강질환을 사전에

95% CI

Unadjusted

OR
Division
Characteristic

The experience of consultation (N=319)

Table 4. Odd ratio for the experience of consultation and service use for preventive dental service

방진료까지 진행된 경우는 A치과와 C치과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B

하는 이유가 치료보다 교정 등 미용과 관련된 이유인 경우가 많았고,

P-value*

OR

The experience of service use (N=193)

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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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고, 대상자의 연령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도
가 낮은 젊은 층의 관련된 요인들을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치과 내원환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동질성을 제외한
개개인의 생활양식, 주관적 견해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하
기 위하서는 이번 연구결과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연령 및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세밀한 인과관계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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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역사회의 정
책 사업도 중요하지만, 민간 기관이자 접근성이 용이한 일차 의료기관
인 개원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 치과병원에 내원
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및 상담, 예방서비스 참여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에 참여한 환자 중 예방진료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4.6% (319명)였으며, 이들 중 예방진료에 관한 상담에 참여한 환자
는 60.5% (193명)이었다. 이 중 예방진료서비스를 받은 환자는 66.3%
(128명)였으며, 서비스를 받은 이유는 ‘치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72.9%)’가 가장 많았고, 예방진료에 대한 기대감도 ‘치아를 오래 유지
할 수 있기(41.1%)’였으며, 이들의 만족도는 96%로 매우 높은 수준이
었다. 상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39.5% (126명)였으며, 이들이 참
여하지 않은 이유는 ‘예방진료 상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43.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예방진료 상담율은 C치과에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
록, 치과만족도가 높을수록 상담 참여율도 높았다. 진료 참여율도 C치
과가 가장 높았고, 상담과 마찬가지로 연령이나 치과만족도가 높을수
록 높게 나타났다.
3. 예방진료 상담 및 진료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병원 자체의
특성, 연령 그리고 치과만족도로 나타났으며, 특히 예방진료 참여 시
연령이 진료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
원에 대한 만족도가 상담율보다 진료율과 더 큰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
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 대다
수는 예방진료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예방진료 및 상담에
환자의 특성 중에서는 연령이 치과적 특성에는 만족도가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환자들이 예방진료에 참여하기 위한
전 단계인 상담에서 직원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권유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치과에 내원하는 모든 환
자를 대상으로 예방진료의 인식과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지시킬 수 있
도록 치과 구성원 모두의 교육 및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자들이 예방진료 및 구강보건교육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환자의 구강건강향상 뿐 아니라 치과의 만족도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원가에서는 치과에서 예방진료적 환경을 구
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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