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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처치경험이 진료만족도 및 치과공포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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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성인의 예방처치경험 여부가 진료만족도 및 치과공포도에 미치는 융복합적인 영향을 확인하고자 수도권
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292명을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x2-test, t-test(검증),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성인의 예
방처치경험은 불소도포가 가장 많았으며, 불소도포경험이 있는 경우 진료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예방적 스케일링경
험이 있는 경우 치과 공포도는 낮게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진료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불소도포경험
이었으며, 치과공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구강건강상태, 예방적 스케일링경험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예방
처치경험이 있는 경우 진료만족도는 높아지고 치과공포도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구강건강교육을 통한 예방처치
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치과예방처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강건강증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성인, 예방처치경험, 융복합, 진료만족도, 치과공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vergence effects of the experience of adult 
preventive care on the treatment satisfaction and the dental fear,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anuary to 
April 2017 for 292 adults of aged 20 years or older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x2-test,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2.0 program. Fluoride application was 
the most prevalent experience of adult preventive treatment,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treatment was high 
in case of fluoride application was experienced. On the other hand, dental fear was lower if preventive scaling 
was experienced.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affecting patient satisfaction were 
experience of fluoride application, and the variables affecting dental fear level were oral health condition and 
preventive scaling experience.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confirmed that the satisfaction level of treatment 
was increased and the dental fear was lowered. Therefore, improvement of oral health promotion can be 
expected by recognizing of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treatment and providing of the dental preventive 
service through oral healt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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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인들은의료수준의발전과정보매체의발달로인

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1,2], 생활수준의향상과경제적인풍요로움은건강에대

한 인식을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중심으로 변화 시켰다

[3]. 더불어 전신건강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구강건강

에한관심도높아진만큼현대인들은구강건강을유지

하기위해서도치료보다는예방적처치가중요하다는것

을 인식하기 시작했다[4]. 구강건강은 전체 건강의 일부

로서전생애에걸쳐빈발하는치아우식증과치주질환으

로인해노년기에다수치아상실이라는누적된결과물을

뚜렷이 관찰할 수 있으며, 유아기, 청소년기에서부터 노

인까지 꾸준한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환경 관리가 이루

어졌을때평생의구강건강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이

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를 내원하는 고객들을 예

방적 처치의 병원 방문이 아닌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하

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3]. 그 이유 중 중요한 요

인은 치과진료는 아프다는 인식이 통상적이며, 그에 따

라 공포감이 증가하고 또한 다른 진료에 비해 위급하다

고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본다.

치과진료 중 예방치과처치는 개인을 대상으로 치과

질병이발생하지않도록예방하는한편구강조직을보호

하고건강한상태로보존하여구강건강을증진시키기위

해 행해지는 전문적인 처치이다[6]. 따라서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과의료서비스 이용이

중요하고, 치과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목적이 예방처치를

위하거나 구강질환의 조기치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구강건강관리에유리하다[7]. 특히구강건강관련증상이

발생하기전에미리받는예방치과처치는성인기의구강

건강수준을 노인기까지의 구강건강으로 이어지는 주요

한 구강건강행위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치과

에대한두려움이나공포감이생긴다면치과방문에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7].

치과 공포는 치과 진료 시 여러 자극에 대해 환자가

주관적으로느끼는불안이나두려움의정도를말하며특

히좋지않은과거의치료경험이주된원인으로알려져

있다[8]. 특히 치과치료는다른진료에비해개인당치료

시간이길며, 치료시수반되는소리및마취용주사바늘,

약품 냄새 등의 치과치료가 환자의 공포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9].

최[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별, 인성 경향이 치과

치료 공포감 및 치과의사 불신감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

으며, 구강보건교육을경험한경우공포감이자극반응요

인과 생리적 반응요인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편

명[11]의 연구결과에서는연구대상자의구강보건교육여

부에따른치료후민족도및재내원의사결정에있어서

구강보건교육을받은집단이치료후만족도및재내원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환자만족도는

서비스나제품에대한태도로[12], 서비스품질에사용자

의 만족을 반영한 감정을 포함한 경험을 의미하며, 진료

서비스를비롯한비용까지포함한그외의서비스영역까

지 포함한 그 이외의 서비스영역에 대한 만족도와 재방

문 및 추천할 의사가 있음을 포함한다[13,14].

구강질환예방의중요성과관심이증가함에도따라정

부에서도 예방치과진료에 대한 급여확대를 추진하고 있

고급여확대로인해예방치과치료에대한수요도증가고

있고 다양한 예방처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15,16]. 그러나이러한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많은

사람들은구강통증이발생했을때치과를방문하는경우

가 많은데 이는 통증을 느끼기 전까지 치과방문의 필요

성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과거 부정적인 치과진료경험으

로인해공포감이유인된결과라볼수있다. 따라서정

기적인 구강검진과 예방치과서비스의 이용은 치과를 방

문하는 고객들의 치과 접근을 유도할 수 있고[16], 치과

공포도를 낮추는데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연구의목적은예방처치경험과구강건강상태

및 건강관리행태가 진료만족도와 치과공포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밝히고, 구강건강을 위한 작용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융복합적응용방법을적용· 분석함으로써치과

에 내원하는 성인들의 치과공포도를 낮추고 진료만족도

를높일수있는방안으로예방을목적으로한치과진료

에대한긍정적인인식과예방치과서비스의활성화를유

도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성인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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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총 340명을대상으로설

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 연구의목적과작성방법을충분

히설명한후동의한사람들에게협조를얻어자기기입

식으로 설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기입불명확, 기입누락

등불충분한자료 48부를제외한 292부를최종분석자료

로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치과 방문경험자의 예방처치경험에 따른

진료만족도및치과공포를알아보기위해김[1]과김[17]

의 연구도구를참고하여본연구의목적에맞게수정 ·보

완하여설문을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6

문항, 치과 예방처치경험 4문항, 구강건강상태및구강건

강관리 행태 3문항, 진료만족도 2문항, 치과공포도 20문

항으로구성하였다. 설문도구중진료만족도는 Likert 5

점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그렇다’ 5점

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료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치과공포척도는 Kleinknecht 등[18]이 개발한

Dental Fear Survey(DFS)를 최[10]가 수정한 설문을 이

용하였으며, 치과진료를 회피하는 정도 2문항, 진료 중

생리적 반응 정도 5문항, 치료 시 발생되는 자극에 반응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그렇다’ 5점으로측정하여점수가높

을수록 공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최[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0.933이었으며, 하위영역별 진료회피

Cronbach's α = 0.901, 생리적 반응 Cronbach's α =

0.822, 공포유발자극 Cronbach's α = 0.870이였다. 본 연

구에서 Cronbach's α = 0.940으로. 하위영역별로는 진료

Characteristics Division
Total Brushing education Fluoride application Sealant Preventive scaling

N(%) N(%) p N(%) p N(%) p N(%) p

Gender
Male 129(44.2) 40(31.0) 0.187 85(65.9) 0.023 51(39.5) 0.551 44(34.1) 0.090
Female 163(55.8) 39(23.9) 85(52.1) 71(43.6) 40(24.5)

Age

20-29 84(28.8) 15(17.9) 0.001 35(41.7) 0.004 40(47.6) 0.390 29(34.5) 0.079

30-39 66(22.6) 25(37.9) 43(65.2) 26(39.4) 21(31.8)
40-49 67(22.9) 10(14.9) 45(67.2) 23(34.3) 11(16.4)

50≤ 75(25.7) 29(36.7) 47(62.7) 33(44.0) 23(30.7)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44(49.3) 36(25.0) 0.436 80(55.6) 0.363 66(45.8) 0.166 31(21.5) 0.007
University≤ 148(50.7) 43(29.1) 90(60.8) 56(37.8) 53(35.8)

Job

Office worker 133(45.5) 39(29.3) 0.046 89(66.9) 0.002 59(44.4) 0.121 40(12.5) 0.000

Self-employed 16(5.5) 2(12.5) 12(75.0) 4(25.0) 2(30.1)
Student 64(21.9) 15(23.4) 24(37.5) 22(34.4) 22(34.4)

Housewife 42(14.4) 7(16.7) 23(54.8) 16(38.1) 1(2.4)

Etc 37(12.7) 16(43.2) 22(59.5) 21(56.8) 19(51.4)

Marital status

Single 121(41.4) 21(17.4) 0.007 60(49.6) 0.041 53(43.8) 0.559 39(32.2) 0.432

Married 166(56.8) 56(33.7) 107(64.5) 66(39.8) 43(25.9)

Etc 5(1.7) 2(40.4) 3(60.6) 3(60.0) 2(40.0)

House income

≤199 53(18.2) 17(32.1) 0.122 29(54.7) 0.428 25(47.2) 0.435 17(32.1) 0.776

200-299 31(10.6) 5(16.1) 16(51.6) 14(45.2) 7(22.6)

300-399 71(24.3) 14(19.7) 47(66.2) 24(33.8) 22(31.0)
400≤ 137(46.9) 43(31.4) 78(56.9) 59(43.1) 38(27.7)

Oral health condition

Unhealthy 74(25.3) 18(24.3) 0.135 46(62.2) 0.306 29(39.2) 0.203 27(36.5) 0.015

Normal 136(46.6) 32(23.5) 82(60.3) 52(38.2) 28(20.6)
Healthy 82(28.1) 29(35.4) 42(51.2) 41(50.0) 29(35.4)

Oral care attention

Indifferent 19(6.5) 5(26.3) 0.588 10(52.6) 0.629 10(52.6) 0.527 6(31.6) 0.843

Normal 102(34.9) 24(23.5) 63(61.8) 44(43.1) 31(30.4)
Interested 171(58.6) 50(29.2) 97(56.7) 68(39.8) 47(27.5)

Toothbrushing/day

≤1 5(1.7) 3(60.0) 0.066 4(80.0) 0.090 4(80.0) 0.099 4(80.0) 0.007

2-3 256(87.7) 64(25.0) 143(55.9) 102(39.8) 67(26.2)
4≤ 31(10.6) 12(38.7) 23(74.2) 16(13.1) 13(41.9)

Total 292(100.0) 79(27.1) 170(58.2) 122(41.8) 84(28.8)
*by x2-test

<Table 1> Preventive treatment experience to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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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Cronbach's α = 0.839, 생리적 반응 Cronbach's α 

= 0.828, 공포유발자극 Cronbach's α = 0.930이였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IBM

SPSS statistics, New York, USA)을 사용하여분석하였

으며,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예방처치경험은

x2-test를 실시하였으며, 진료만족도 및 치과 공포도는

t-test(검증)과 One-way ANOVA분석한후사후분석으

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였다. 예방처치

경험에따른진료만족도및치과공포도는 t-test(검증)를

실시하였고, 진료만족도및치과공포도에영향을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예방처치경험
연구대상자의 예방처치경험은 <Table 1>과 같이. 불

소도포 170명(58.2%)으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불소도

포 경험이 남자가 65.9%로 여자 52.1%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연령별로는 칫솔질교육이 30

대가 37.9%로 가장 높았으며(p<0.01), 불소도포는 40대

가 67.2%로가장높아유의한차이를보였다(p<0.01). 학

력별로는 예방적 스케일링경험이 대학교 졸업이상 군이

35.8%로높았다(p<0.01). 직업별로는불소도포경험의경

우 자영업 군에서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

이를 보였고(p<0.01), 구강건강상태별로는 예방적 스케

일링이건강하지못하다고느끼는경우 36.5%로높게나

타났다(p<0.05). 일일 칫솔질 횟수별로는 예방적 스케일

Characteristics Division
Satisfaction

Avoidance of
treatment

Physiological
response

Fear-induced
stimulation

Dental fear

M±SD p M±SD p M±SD p M±SD p M±SD p

Gender
Male 3.59±0.95 0.600 2.05±1.12 <0.001 1.94±0.95 0.007 1.97±0.97 <0.001 1.99±0.91 <0.001
Female 3.50±1.03 2.61±1.22 2.26±1.02 2.59±1.20 2.48±1.02

Age

20-29 3.64±1.03 0.452 2.25±1.23 0.235 1.93±0.91a 0.036 2.40±1.12b 0.013 2.19±0.95a,b 0.049
30-39 3.55±1.01 2.19±1.17 1.98±1.00a,b 1.95±1.10a 2.04±0.99a

40-49 3.60±1.01 2.56±1.27 2.31±1.06b 2.58±1.20b 2.49±1.07b

50≤ 3.36±0.94 2.46±1.15 2.28±1.01b 2.30±1.09a,b 2.34±0.98a,b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55±0.99 0.452 2.32±1.27 0.579 2.04±.99 0.171 2.25±1.10 0.337 2.20±1.02 0.296
University≤ 3.53±1.02 2.40±1.15 2.20±1.00 2.38±1.19 2.32±0.98

Job

Office worker 3.57±0.95 0.674 2.38±1.30 0.118 2.19±1.02a,b 0.030 2.38±1.19b 0.031 2.32±1.06a,b 0.033
Self-employed 3.14±1.23 2.40±1.08 2.04±0.93a,b 2.32±1.27b 2.25±0.96a,b

Student 3.54±1.07 2.26±1.16 1.93±0.85a 2.34±1.12b 2.18±0.90a,b

Housewife 3.58±1.07 2.73±1.21 2.46±1.11b 2.54±1.07b 2.58±0.99b

Etc 3.55±0.82 2.02±0.93 1.84±0.95a 1.76±0.92a 1.88±0.87a

Marital status
Single 3.58±1.05 0.594 2.19±1.21 0.130 1.98±0.96 0.037 2.30±1.15 0.678 2.16±0.96 0.193
Married 3.50±0.97 2.49±1.19 2.24±1.02 2.33±1.16 2.35±1.03
Etc 4.00±0.00 2.30±1.44 1.46±0.50 1.88±0.81 1.88±0.83

House income

≤199 3.61±1.10 0.483 2.60±1.23 0.080 2.40±1.05a,b 0.031 2.63±1.27b 0.023 2.54±1.03b 0.018
200-299 3.79±0.99 2.69±1.38 2.33±1.10a,b 2.50±1.25a,b 2.51±1.14b

300-399 3.49±0.94 2.35±1.25 2.12±1.08a,b 2.38±1.16a,b 2.29±1.04a,b

400≤ 3.47±1.00 2.20±1.12 1.95±0.88a,b 2.11±1.03a 2.09±0.91a

Oral health condition
Unhealthy 3.37±0.95 0.078 2.85±1.41b <0.001 2.67±1.17b <0.001 2.95±1.32b <0.001 2.82±1.17b <0.001
Normal 3.49±1.05 2.25±1.13a 2.02±.09a 2.21±1.01a 2.16±0.90a

Healthy 3.77±0.90 2.12±1.02a 1.79±0.78a 1.91±.95a 1.94±0.78a

Oral care attention
Indifferent 3.14±0.77 0.194 2.86±1.57 0.137 2.26±1.25 0.806 2.64±1.35 0.299 2.59±1.23 0.279
Normal 3.48±0.99 2.26±1.23 2.09±1.00 2.21±1.08 2.19±1.03
Interested 3.61±1.02 2.37±1.14 2.12±0.98 2.34±1.16 2.27±0.98

Toothbrushing/day
≤1 3.50±0.70 0.777 2.00±1.22 0.202 2.13±1.21 0.038 2.04±1.22 0.016 2.05±1.21 0.031
2-3 3.56±1.01 2.41±1.23 2.17±1.02 2.38±1.14 2.32±1.01
4≤ 3.41±0.94 2.03±0.97 1.68±0.70 1.77±1.04 1.83±0.76

a,bThe same characters was not significa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ɑ=0.05
*by independent t-test or one way ANOVA

<Table 2> The degree of satisfaction and dental fea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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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이 1회 이하 군에서 높게 나타났다(p<0.001).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료만족도 및 치과공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료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나 치과공포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2>. 치과공포도차이를살펴보면, 성별로는여자

가 남자보다 진료회피(p<0.001), 생리적 반응(p<0.01),

공포유발자극(p<0.001), 전체 치과공포도(p<0.001) 모두

높게나타났다. 연령별로는생리적반응(p<0.05), 공포유

발자극(p<0.05), 전체 치과공포도(p<0.05)가 유의한차이

를 보였는데, 각각 사후분석결과 생리적 반응은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 20대와 차이를 보였으며, 공포유발자

극은 40대각가장높게나타나 10대와유의한차이를보

였으며, 전체공포도역시40대가가장높게나타나30대와

유의한차이를보였다. 직업별로는생리적반응(p<0.05),

공포유발자극(p<0.05), 전체 치과공포도(p<0.05)가 유의

한 차이를 보였는데, 각각 사후분석결과 생리적 반응은

주부가 가장 높았으며, 공포유발자극은 직장인이 가장

높았고, 전체공포도는주부가가장높게나타났다. 가구

소득별차이를보면, 생리적반응(p<0.05), 공포유발자극

(p<0.05), 전체 치과공포도(p<0.05)가 유의한 차이를 보

였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공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강건강상태에따른공포도는건강하지않다고

인지하는 경우 진료회피(p<0.001), 생리적 반응(p<0.001),

공포유발자극(p<0.001), 전체 치과공포도(p<0.001)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일일 칫솔질 횟수에 따른 공포도는 생리

적 반응(p<0.01), 공포유발자극(p<0.001), 전체 치과공포

도(p<0.001) 모두 2-3회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3 예방처치경험에 따른 진료만족도 및 치과
공포도

예방처치경험에 따른 진료만족도 및 치과공포도

<Table 3>과같다. 불소도포경험이있는 경우진료만족

도는 3.71점으로없는경우 3.40점보다높게나타나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예방적 스케일링경험이 있

는 경우 진료회피는 2.13점, 전체 치과공포도는 2.07점으

로경험이없는경우보다낮게나타나유의한차이를보

였다(p<0.05).

3.4 진료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료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진료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 <Table 4>

와 같다. 불소도포경험(B=0.293, p<0.05)이 유의한 변수

로나타났으며, F통계량은2.837이고설명력은6.8%이었다.

3.5 치과공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치과공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치과공포도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 <Table 5>

과같다. 예방적스케일경험(B=-0.851, p<0.001), 구강건

강상태(B=-0.360, p<0.001)가 유의한변수로나타났으며,

F통계량은 22.930이고 설명력은 46.4%이었다.

Characteristics Division N
Satisfaction

Avoidance of
treatment

Physiological
response

Fear-induced
stimulation

Dental fear

M±SD M±SD M±SD M±SD M±SD

Brushing education
experience

Yes 79 3.45±0.83 2.37±1.10 2.20±0.93 2.25±1.14 2.27±.97
No 213 3.56±1.03 2.36±1.25 2.09±1.03 2.34±1.15 2.26±1.01
p 0.545 0.952 0.388 0.549 0.934

Fluoride application
experience

Yes 170 3.71±1.02 2.40±1.18 2.16±1.00 2.32±1.17 2.29±1.00
No 122 3.40±0.96 2.31±1.25 2.06±0.99 2.30±1.12 2.23±1.00
p 0.019 0.545 0.406 0.927 0.579

Sealant experience
Yes 122 3.58±0.89 2.40±1.31 2.07±0.99 2.26±1.16 2.24±1.07
No 170 3.51±1.06 2.07±0.99 2.15±1.01 2.35±1.14 2.28±0.95
p 0.622 0.675 0.526 0.479 0.755

Preventive scaling
experience

Yes 84 3.55±0.96 2.13±1.00 1.97±0.82 2.12±1.10 2.07±.86
No 208 3.54±1.00 2.46±.1.27 2.18±1.06 2.39±1.16 2.34±1.04
p 0.967 0.020 0.078 0.068 0.025

*by independent t-test

<Table 3> The degree of satisfaction and dental fear according to preventive treatment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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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괄 및 고안
치과의료수준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치과치료에 대한

불안과 치과치료 시 느끼는 동통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문제가되고있다그로인해많은사람들은치료를미루

게 되고 회피적 상황을 만들어 구강건강에 나쁜 영항을

미치게 된다[19]. 통증이 있을 때 치과에 방문해서 치료

를 받게 되는 치료중심의 치과내원과 진료회피는 또 다

른 2차질병의 원인이 되기도하고치료비 상승 등의 문

제점을낳기도한다[20]. 따라서정기적인구강검진과예

방치과 의료서비스 이용은 구강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의

료비 절감에도 효과적이다[3].

이에 본연구에서는 DFS(Dental Fear Survey)척도를

이용하여 예방처치경험이 진료만족도 및 치과공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예방처치경험은 불소도포 5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란트 41.8%, 예방적 스케일링 28.8%,

칫솔질교육 27.1%순으로 나타났다. 김[3]의 연구에서는

예방적스케일링이 76.4%로가장높게나타난결과와비

교해서 본 연구에서는 예방적 스케일링이 낮게 나타나

이유는건강상태별로건강하지못하다고느끼는경우예

방적 스케일링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

보아 본인이 받은 스케일링이 예방적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스케일링을받았다고생각해서낮게응답한것

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공포도를 살펴본 결과 성별

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진료회피(p<0.001), 생리적 반응

(p<0.01), 공포유발자극(p<0.001), 전체 치과공포도

(p<0.001)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김[1], 주 등[9], 이 등

[21]의 연구결과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생리적 반응(p<0.05), 공포유발자극(p<0.05),

전체 치과공포도(p<0.05)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생

리적 반응, 공포유발자극, 전체 치과공포도는 40대가 가

장높게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생리적반응은주부가가

장 높았으며, 공포유발자극은 직장인이 가장 높았고, 전

체 공포도는 주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주부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치과치료 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구소득별 차이를 보면 소득이 낮을

수록 공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구강

건강상태에 따른 치과공포도는 건강하지 않다고 인지하

는 경우 진료회피(p<0.001), 생리적 반응(p<0.001), 공포

유발자극(p<0.001), 전체 치과공포도(p<0.001) 모두높게

나타났다. 이는김등[22]은 구강건강상태가양호하지않

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서 치과공포도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배[19]의 연구에서도 치과불안과 신체

적 건강상태 및 심리적 걱정상태와 관련성이 있다는 결

Variables B S.E β t p
Brushing education experience 0.043 0.178 0.017 0.241 0.810
Fluoride application experience 0.293 0.134 0.146 2.179 0.030
Sealant experience 0.125 0.135 0.061 0.928 0.354
Preventive scaling experience 0.226 0.245 0.067 0.922 0.358
Oral health condition 0.164 0.010 0.115 1.620 0.107
Oral care attention 0.185 0.108 0.113 1.712 0.088
Toothbrushing/day -.0.276 0.204 -0.096 -1.353 0.178

R²= 0.104, adjusted R²= 0.068, F=2.837, p=0.004

<Table 4> Factors affecting clinical satisfaction

Variables B S.E β t p
Brushing education experience 0.058 0.139 0.022 0.421 0.674
Fluoride application experience 0.040 0.106 0.019 0.375 0.708
Sealant experience -0.017 0.106 -0.008 -0.164 0.870
Preventive scaling experience -0.851 0.183 -0.243 -4.644 <0.001
Oral health condition -0.360 0.076 -0.245 -4.745 <0.001
Oral care attention -0.054 0.085 -0.032 -0.630 0.530
Toothbrushing/day -0.157 0.160 -0.053 -0.978 0.329

R²= 0.485, adjusted R²= 0.464, F=22.930, p=0.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dental f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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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도 유사하다 구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지하

고있는경우치과치료에대한범위가클것으로스스로

예상하여 막연한 공포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치과방문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정기검진 및 예

방치과처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방처치경험에따른진료만족도및치과공포도는불

소도포경험이있는경우진료만족도는 3.71점으로없는

경우보다 3.40점 높게 나타났으며, 예방적 스케일링경험

이있는경우진료회피정도는 2.13점, 전체 치과공포도는

2.07점으로경험이없는경우보다낮게나타났다. 김[3]의

연구결과에서 칫솔질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치과공포도

중진료회피정도가낮게나타났으며, 불소도포경험이있

는경우도생리적반응이낮게나타났다. 불소도포, 예방

적 스케일링경험도 공포를 줄여주는데 결과들이므로 예

방처치를 함으로써 치과공포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

록 예방처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진료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진료만족도를종속변수로회귀분석한결과, 불소도포경

험(B=0.293, p<0.001)이 유의한변수로나타나, 불소도포

경험이있는경우진료만족도는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

다. 한편 치과공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치과공포도를종속변수로회귀분석한결과, 예방적

스케일링경험(B=-0.85, p<0.001), 구강건강상태(B=-0.360,

p<0.001)가 유의한변수로나타났고, 예방적스케일링경

험이 있는 경우,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인지할 경

우 치과공포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예방처치경험이 진료만족도와 치과공포도에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환자에게 능동적이고 숙

련된 예방처치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구강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치과공포도에 영향을 주므로 정기적인

구강검진및예방치과서비스이용등을유도함으로써구

강건강수준이향상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다만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

기때문에일반화하기엔무리가있으므로지역을확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성인의 예방처치경험이 진료만족도 및 치

과공포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치과진료에 긍정적

인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예방치과처치 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치과의료기관에 내원한

경험이있는성인총 292명을최종분석대상으로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성인의 예방처치경험은 불소도포경험이 58.2%으로

가장많았으며. 불소도포경험이있는경우진료만족도는

3.71점으로없는경우 3.40점보다높게나타나유의한차

이를 보였다. 또한 예방적 스케일링경험이 있는 경우 진

료회피는 2.13점, 전체 치과공포도는 2.07점으로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료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불소도포경험

(B=0.293)으로, 불소도포경험이있는경우진료만족도는

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치과공포도에영향을미치는

변수는 예방적 스케일링경험(B=-0.851), 구강건강상태

(B=-0.360)로 예방적 스케일링경험 있는 경우, 구강건강

상태가 건강하다고 인지할 경우 치과공포도는 낮아지는

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결과에서성인의예방처치경험

이진료만족도와치과공포도에영향을미치는것을확인

하였다. 따라서구강건강교육을통한예방치과처치의중

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

강건강증진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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