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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역 여대생의 치과의료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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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related to the satisfaction of dental service in college women. This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March 14, 2014 and April 21, 2014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n dental care satisfaction in college women. Data were obtained from 412 college 

women of some areas. At the conclusion of this investigation, as for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affecting college women satisfaction, 

every variables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 and the 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 and satisfaction of hospital 

environment had the strongest positive relation (p＜0.01).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in dental clinic,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for dental service to dental clinic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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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 의료시장은 의료기관들의 대형화 및 의료

공급 증가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진료에서 소비자가 중심

이 되는 진료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들은 더 

많은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의료소비자들의 요구도와 병

원선택 시 고려사항 등을 파악하여 환자가 만족하는 병원경

영 및 환자가 중심이 되는 진료시스템 등을 마케팅 전략으

로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1)
. 

특히 의료기관 중 치과의료서비스는 상황에 따라 의료서

비스가 서로 다르게 요구되므로 표준화하기 어렵지만 최근 

환자 중심적 치료환경과 시설 등을 객관화하는 미국 국제의

료 기관 인증기구인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국제 

인증 및 의료기관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수준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의료기관 인증을 검증 받고자 하는 치과 의료기관

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2)
. 그러나 치과진료

는 일반 의료와는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와 그렇지 

않는 일반 치료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소비자 스스로

가 직접 치료의 재료를 선택함으로써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

어 특히 의료소비자가 치과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소비자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3)
.

Ware
4)는 의료기관 이용과 환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

서 환자가 의료기관의 이용이 증가하면, 그에 대한 환자만

족도가 증가되어 의료기관의 재이용이 결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의료서비스의 이용 빈도가 높아져 그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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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병원간의 차별화된 환자만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치과

의료 이용과 관련한 선행연구5)에서는 1년간 치과에 가지 않

은 사람의 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50% 정도 차지하며, 그 

중에서 대학생의 이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젊은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치아를 유지

하기 위해 치과의료 이용의 빈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

과는 달리 대학생들은 치과치료에 시간적, 재정적인 접근성

이 낮고, 구강질환 예방가능성에 대한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율이 낮다고 보고하였다6)
. 

우리나라 인구 특성상 큰 집단인 대학생은 일차적인 책무

는 학업수행이며, 이를 수행하고 건강한 신체와 심리적인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구강건강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

다7)
. 또한 이 시기에 정착된 건강습관은 성인기의 건강한 생

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중요한 기틀이 되므로 대학생 스스

로가 자신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치과의료기관의 이용 빈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매

우 중요하다고 불 수 있다. 이에 지금까지는 치과병원에 내

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과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

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2,8,9)
, 이러한 연구와 노력에도 불

구하고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주역인 대학생들의 구강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이용 빈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부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을 대

상으로 치과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의료기관 

이용 빈도를 높이고 보다 나은 진료환경과 질적인 진료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3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일부지역 

2개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연구자가 대상

자에게 직접 나누어준 다음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하여 

수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자료수집에 총 450부의 설문지

를 사용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미흡한 38부

를 제외한 412부(91.6%)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Park과 Kim
10)

, Kim
11)의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구조화

된 설문지로 학년, 치과의 정기적인 방문, 흡연여부, 구강건

강관심도,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중요성에 관한 일반적인 

6문항, 치과진료기관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하여 25문항(치

과진료 만족도 4문항, 치과의사의 의료서비스 4문항, 치과

위생사 의료서비스 4문항, 치과 병의원시설 및 환경 9문항, 

치과서비스 만족도 4문항), 총 3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치

과진료기관의 서비스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

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치과진료 만족도, 치

과의사 만족도, 치과위생사 만족도, 병원 시설 및 환경 만족

도, 치과서비스 만족도를 신뢰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Cronbach 는 각각 0.681, 0.821, 0.878, 0.928, 0.773으로 

나타나 측정도구는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기법으로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치과진료 만족도와 치과서비스 만족도, 구강보건인식에 따

른 치과진료기관의 병원시설 및 환경만족도, 치과의사와 치

과위생사의 의료서비스 요인에 따른 만족도는 두 집단인 경

우에는 독립표본 t-검정(t-test), 3집단 이상인 경우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였고, 사후분석(post- 

hoc test)으로 Duncan test를 시행하였다. 여대생이 인지하

는 치과진료기관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분석(Pearson’s corre-

lation coefficient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여대생의 치과진

료기관에 대한 서비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ver. 20.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학년에서

는 1학년이 168명(40.8%)으로 가장 많았고, 정기적으로 치

과방문을 ‘한다’는 277명(67.2%), 흡연을 ‘안 한다’가 355

명(86.2%)이었다. 구강건강관심도에서는 ‘높음’이 126명

(30.6%), ‘보통’이 222명(53.9%), ‘적음’이 64명(15.5%)으

로 나타났다. 구강건강상태에서는 ‘중간’이 245명(59.5%)

으로 가장 높았고, 구강건강관리에서는 ‘중요하다’가 296명

(71.8%)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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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Satisfaction of dental treatment t or F p-value Satisfaction of dental service t or F p-value

Grade 2.508 0.083 1.782 0.170

    1 3.50±0.61a 3.42±0.69a 

    2 3.42±0.57a 3.42±0.57a 

    3 3.33±0.56a 3.33±0.56a

Regular dental visit 0.748 0.388 9.615 0.002*

    Yes 3.49±0.60 3.36±0.73

    No 3.31±0.55 3.32±0.60

Smoking 2.359 0.125 2.302 0.130

    Yes 3.48±0.54 3.35±0.61

    No 3.42±0.60 3.34±0.70

Oral health concern 3.704 0.025* 3.393 0.035*

    High 3.54±0.59b 3.47±0.73b

    Middle 3.36±0.57a 3.27±0.66a

    Low 3.45±0.63a,b 3.37±0.69a,b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a,bThe same superscript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p＞0.05).
p-value were analysed by t-test or one-way ANOVA; *p＜0.05.

Table 2. Satisfaction of Dental Treatment and Satisfaction of Dental Servic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n (%)

Grade

    1 168 (40.8)

    2 132 (32.0)

    3 112 (27.2)

Regular dental visit

    Yes 277 (67.2)

    No 135 (32.8)

Smoking

    Yes 57 (13.8)

    No 355 (86.2)

Oral health concern

    High 126 (30.6)

    Middle 222 (53.9)

    Low 64 (15.5)

Oral health condition

    Healthy 103 (25.0)

    Moderate 245 (59.5)

    Unhealthy 64 (15.5)

Oral health care

    Important 296 (71.8)

    Middle 62 (15.0)

    Not important 54 (13.1)

Table 1. Research Subjectsʼ General Characteristics (n=412)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진료 만족도와 치과서비스 

만족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진료 및 치과서비스 만족도는 

Table 2와 같다. 학년과 흡연 여부에 따라 치과진료 만족도

와 치과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다. 정기적인 치과방문 여부에 따라서는 

치과진료 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또한 구강

건강관심에서 ‘높음’이 평균 3.54±0.59점으로 치과진료 만

족도가 가장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05). 치과서비스 만족도에서는 정기적인 치과방문을 하는 

경우에 3.36±0.73점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강건

강관심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05).

3. 구강보건인식에 따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의료

서비스 요인에 대한 만족도

구강보건인식에 따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의료서

비스 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Table 3과 같다. 학년이 낮을수

록 치과위생사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p＜0.05), 사후분석 결과 1학

년과 2, 3학년과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구강건강의 상태가 

‘건강한 편이다’일 때 각각 3.77±0.66, 3.69±0.75점으로 치

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의료서비스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5), 사후검정 결과 

치과의사 의료서비스 요인 만족도에서는 ‘건강한 편이다’

와 ‘보통이다’, ’건강하지 못하다’일 때와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고, 치과위생사의 서비스 요인 만족도에서는 ‘건강한 

편이다’와 ‘건강하지 못하다’일 때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구강건강관심도에 따라서는 ‘높음’이 각각 3.72±0.67점, 

3.70±0.71점으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의료서비스 요

인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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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Dentist t or F p-value  Dental hygienist t or F p-value

Grade 2.624 0.074 6.034 0.003*

    1 3.66±0.69 3.65±0.74b

    2 3.49±0.57 3.43±0.65a 

    3 3.59±0.59 3.39±0.67a 

Oral health condition 6.280 0.002* 4.521 0.011*

    Healthy 3.77±0.66b 3.69±0.75b 

    Moderate 3.55±0.61a 3.47±0.69a,b 

    Unhealthy 3.45±0.58a 3.40±0.63a 

Oral health concern 6.211 0.002* 7.881 ＜0.001*

    High 3.72±0.67b 3.70±0.71b 

    Middle 3.49±0.61a 3.40±0.67a 

    Low 3.67±0.57b 3.55±0.70a,b 

Oral health care 4.609 0.010* 2.800 0.062

    Important 3.64±0.65b 3.55±0.71 

    Middle 3.37±0.56
a 3.33±0.62 

    Not important 3.63±0.53b 3.47±0.7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a,b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 test (p＞0.05).
Analyzed by the one-way ANOVA; *p＜0.05.

Table 3. Satisfaction of Dental Service by the Dentist and Dental Hygienist according to Oral Health Awareness 

Independent variable B SE  t p

Constant 0.172 0.162 1.062 　0.289

Satisfaction of dental treatment 0.582 0.053 0.497 11.044 ＜0.001

Satisfaction by the dentist －0.036 0.057 －0.033 －0.640 　0.523

Satisfaction by the dental hygienist 0.069 0.054 0.070 1.288 　0.198

Satisfaction of hospital environment 0.296 0.057 0.275 5.230 ＜0.001

R2=0.510, adjusted R2=0.505, F=105.772, p＜0.001

SE: standard error.

Table 5. Related Factors of the Satisfaction of Dental Service 

Variable V1 V2 V3 V4 V5

Satisfaction of dental treatment (V1) 1

Satisfaction by the dentist (V2) 0.583** 1

Satisfaction by the dental hygienist (V3) 0.552** 0.679** 1

Satisfaction of hospital environment (V4) 0.548** 0.643** 0.707** 1

Satisfaction of dental service (V5) 0.667** 0.481** 0.516** 0.575** 1

**p＜0.01.

Table 4. Correlation of the Variables

0.05). 구강건강관리에서도 ‘중요하다’가 가장 높은 점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4. 치과진료기관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대생이 인지하는 치과진료기관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

을 주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든 변수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치과위생사에 대한 만족도와 병원시설 만족도간의 

관계가 가장 강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r=0.70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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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과의료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치과의료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 결과 치과

의료 서비스 만족도에는 치과치료 만족도와 병원시설 만족

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고  찰

치과의료시장의 인력증가 및 경기침체로 의료산업의 경

쟁이 심화되고 있고 국민의식의 향상과 권리의식 등으로 의

료기관의 선택하는 데 있어 매우 신중해졌으며, 의료소비자

들의 요구도와 병원선택 시 선호하는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치과의료서비스 의료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12)
. 

그 중 인구특성상 집단인 대학생의 이용률이 가장 낮게 나

타났다고 보고한 바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치과의료서비스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을 여대생으로 제한한 이

유는 40대 이하가 유의하게 치과불안수준이 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의 치과진료공포감이 높다고 보고하였으

며 의료기관 선정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신중하여 변수

의 변이가 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13-15)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1학년이 168명(40.8%)

으로 가장 많았고, 정기적으로 치과방문을 ‘한다’는 277명

(67.2%), 흡연을 ‘안 한다’가 355명(86.2%)이었다. 학년 중

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1학년이 설문지에 응답을 많이 

해주었다고 보고있으며 여학생 대상으로 하다보니 비흡연

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진료 만족도와 치과서비스 만족

도에서는 정기적인 치과방문 여부에 따라서 치과진료 만족

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치과서비스 만족도에서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Kim 등13)
 논문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

문하는 경우가 비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경우보다 2∼ 

3배 정도 치과불안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상

반된 결과이기도 하다. Park과 Kim
10)의 연구결과에서 보면 

‘예약제가 잘 지켜진다’ 3.82로 치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

족도를 보고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표준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환자로부터 신뢰를 받고 의료기관의 재선택에 있어

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건강인식에 따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의료서

비스 요인에 대한 만족도에서 학년이 낮을수록 치과위생사

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차이가 나타났다(p＜0.05). Song 등2)
 연구에 의하면 

20세 미만의 연령에서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시간제약을 많이 받는 학생, 전문직에서 의료서비스 만족도

가 낮다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학년이 낮을수록 의료서

비스 만족도에 대한 기대감이 낮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

업준비 및 시간적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의료서

비스 만족도 요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구강보건관심도에 따라서는 ‘높음’이 치과의사와 치과위

생사의 의료서비스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으며(p＜0.05), 구강보건중요성에서도 ‘중요하

다’가 가장 높은 점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0.05). Lee와 Lee
16)

 연구와 Kim
17)의 연구에 의하면 구강보

건지식이 높은 학생일수록 구강보건태도가 긍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구강보건관심도가 높을수록 구강건강관

련 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구강건강증상이 감소

하여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구강건강을 관리하게 하여 구

강보건중요성을 느끼게 할 것이며,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의료서비스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진료기관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만족도와 병원시설 만족도간의 관계

가 가장 강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Lee
18)의 연구

에 의하면 치과의사의 정확한 진료 실력과 함께 친절하고 

성실자세가 중요하며 치과위생사의 친절도가 치과 의료기

관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Hong 등19)의 연구에 의하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구성요소는 치과위생사의 친절성, 환자관리, 전문성이라고 

보고하였으며 그 중에서 치과위생사의 친절성이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 Park과 Kim
10)의 연구결과에서 보면 ‘치과위생

사의 외모가 단정하고 청결하다’가 4.0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현대화된 의료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가 

3.99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치과의료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치

과치료 만족도와 병원시설 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Yoo 등20)
 연구결과에서 보면 

치료를 받은 뒤 주변사람에게 소개하는 경우 중 의사 진료 

실력이 56.7%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Yang 등21)
 

연구에서는 내원환자의 입소문 형성을 관련하여 치과의사

의 전문성과 친절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치과치료 

만족도가 치과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Woo
22)는 내부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을수록 환자의 기대

치를 상승시켜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치료 결과에 비해 오히

려 서비스만족도를 낮추게 된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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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만 환자의 기대치를 낮추어 상대적으로 환자의 만족

도를 높인다는 것은 궁극적인 만족도의 향상이라 볼 수 없

다. 환자 중심의 병원이미지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환

자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장애인을 위한 배려시설 등의 집중

적인 투자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반적으로 치과진료 서비스 만

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치과방문 목적, 치료 받은 내용, 

시간, 비용, 방문한 치과의 규모, 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아쉽기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자를 전남 지역 일부 여대생에게 국한되어 연구 결

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후속연구에는 연

구대상의 표본추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포괄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2014년 3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일부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실

시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한 412부(91.6%)를 분석하여 

사용하였으며, 여대생의 치과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조사 분

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치과진료 및 치과서비스 만족도는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도가 높을수록(3.54±0.59점) 치과진료의 만족도가 높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또한 구강보건인

식에 따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의료서비스 요인에 대

한 만족도는 학년이 낮을수록, 구강건강의 상태가 건강할수

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구강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구강건

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p＜0.05). 여대생이 인지하는 치과진료기관 서비스 만족도

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만족도와 병원

시설 만족도간의 관계가 가장 강한 정(＋)의 상관관계로 나

타났으며(r=0.707, p＜0.01), 치과의료 서비스 만족도에는 

치과치료 만족도와 병원시설 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세심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는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는 환자들의 존엄성

을 지킬 수 있는 인성 및 친절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

공되어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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