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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lection factors of college students 

in the region of Busan for dental institution. A survey was conducted by visiting the selected 

students in September, 2013, and an online survey was additionally conducted. The answer 

sheets from 300 respondents were analyzed. They relied on their past experience(3.85) in 

terms of information search, and they took considerations on how long it took to get to the 

dental institution(3.97) in terms of traffic convenience. As for physical environments, they gave 

priority to cleanness(4.66). Concerning the image of dental institution, they took reputation into 

account(4.25). In terms of external qualifications, they placed importance on the academic 

credential of dentist(3.22). As to dental service for the selection of dental institution, they gave 

weight to dentist ability(seven). In regard to basic elements, they took considerations on 

treatment cost(4.12), and they especially placed the most importance on dentist ability. The 

male and female students gave 4.32 and 4.48 respectively to dental service for the selection 

of dental institution, and the gender difference was significant. Among the selection factors 

of dental institution, there was a weak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raffic convenience and 

physical environments, between physical environments and the image of dental institution and 

between dental service and basic elements.

  Therefore various efforts should be made to offer quality medical service by keeping track 

of what's considered in choosing a dental institution.

Key words: Dental Images, Dental Services, Selection Factors for Dental clinic

Ⅰ. 서론 

일생동안 부분의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며 의

료기관을 이용하게 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료기관을 이

용하는 횟수도 많아지게 되며, 이때 의료기관의 선택에 한 

고민을 하게 된다. 특히 구강질환의 특성상 만성질환이며 누

적질환인 것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내원빈도가 높다. 2011년
도 건강검진통계연보의 구강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다빈도 

질환 중 10위안에 치은염과 치아우식증이 자리 잡고 있었다
1). 

또한 구강질환의 경우 한 번 이환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고 후유증을 남기고, 경조직과 연조직에 영구적 결손을 

초래하며, 가정 경제에도 크나큰 부담을 주기도 한다
2).

이런 점을 감안하면 환자들은 치과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많은 것을 고려하여 선택하게 되고, 병원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다른 병원과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

는 것이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라

고 하겠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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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는 다른 병원과 달리 공포의 상으로 여겨져 왔고 방

문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들은 진료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진료외적인 서비스에 해당되는 의사와 직원

들의 친절, 병원 시설의 편리성, 병원의 인테리어 등 치과 의

료기관의 선택에 있어서 과거와는 그 기준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 또한 높아진 교육과 생활수준, 그리고 인터넷과 SNS등
의 보급으로 인하여 과거와 달리 많은 의료지식과 정보를 접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료서비스에 한 욕구는 더욱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4). 

의료서비스란 의료의 본질적 행위인 진료, 치료, 처방 및 

투약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로 인해 부가적으로 생성되는 진료

외적 행위들을 경제적 재화로 개념화한 것이다. 그 중 치과 

의료서비스는 치과 치료 행위는 물론 치료와 관련된 편익의 

제공, 그리고 치료와 편익의 제공에 한 만족까지 모두 포함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치과 의료서비스는 공급자 위주로 

제공되었으나, 점차 환자의 요구가 반영되는 수요자 중심의 

치과 의료서비스로 변화되고 있다
5). 안과 신

6)
의 연구에서 환

자가 생각하는 의료서비스 평가 구성요인을 진료, 진료환경, 
편의시설, 진료지연, 기, 의료장비 및 시설로 분류하여 조사

한 결과, 의료기관은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환자의 만족도

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김과 이
7)
의 연

구에서는 소아가 치과 의료기관을 선택 할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병원의 규모와 의료진의 수, 어린이와 친숙한 진료

환경, 직원들의 친절과 소아 매니지먼트, 치과의사가 소아치

과 전공의 인가 하는 점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자의 치과의원 선택요인을 파악하여 환자들의 치과 의료서

비스에 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경영방안을 모색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치과 의료기관을 선택 시 고려되는 사항들이 많으

며, 이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시장의 주체가 

될 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치과 진료기관 선택요인을 알

아보고 이들이 중요시 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의

료시장에서 소비의 주체가 될 학생을 상으로 치과 의료

기관 선택요인을 파악하여 치과 의료기관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를 얻는데 있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상으로 2013년 

9월 16일부터 22일가지 직접 현장에서 설문조사와 인터넷으

로 조사하였으며,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300부를 배부하고 300부 모두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8문항, 치과 의료기관 선

택요인에 관련된 질문에 정보탐색 5문항, 교통편의 3문항, 물
리적 환경 5문항, 치과 이미지 3문항, 의료진의 외양적 자질 5
문항, 치과서비스 5문항, 치과의 기본요소 4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설문항목에 한 빈도는 하부항목에 한 각각의 선택

빈도수와 5점 척도 항목을 각각 ‘매우 중요하다’는 5점, ‘중요

하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중요하지 않다’는 2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1점으로 배점하고, 평균값을 측정하여 제시

하였다. 치과 의료기관 선택요인에 한 각 항목별 신뢰도 분

석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치과 

의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 의료기관 선택 요인을 알아보기 위

해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요인들 간의 상관

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문항간 신뢰도 분석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검정

(Cronbach’s Alpha 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보탐색 행태

에 한 항목은 0.540, 치과 방문 시 교통편의에 한 항목은 

0.689, 치과의 물리적 환경에 한 항목은 0.686, 치과의 이미

지에 한 항목은 0.648, 치과 의료진의 외양적 자질에 한 

항목은 0.785, 치과 서비스에 한 항목은 0.735, 치과의 기본

요소에 한 항목은 0.745로 나타났고, 외양적 자질에 한 신

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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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135 55.0

Female 165 45.0

Grade

 1  68 22.7

 2  90 30.0

 3  99 33.0

 4  43 14.3

Growing area

City 160 53.3

Town 117 39.0

County area  23  7.7

Department of Science

Engineering  74 24.7

Humanities and Social  65 21.7

Natural science  26  8.7

Legal department  11  3.7

Business department  39 13.0

Health care  60 20.0

Art & Sport  25  8.3

family size
 1-4 225 75.0

 5 <  75 25.0

One month allowance

 >20  53 17.7

 21-30  99 33.0

 31-40  92 30.7

 41-50  31 10.3

 50<  25  8.3

Monthly household gross income

 >200  27  9.0

 201-300  58 19.3

 301-400  80 26.7

 401-500  55 18.3

 500<  80 26.7

Regular checkup 
Yes 130 43.3

No 170 56.7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 Cronbach’s
Information search behavior 0.540

Accessible Transportation 0.689

Physical environment 0.686

Dental Images 0.648

Extrovert qualities 0.785

Dental Services 0.735

Basic elements 0.745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between items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과 같다. 연구 상자 

300명 중 남자가 55.0%, 여자가 45.0%였고, 학년에서는 3학년 

33.0%, 2학년 30.0%, 1학년 22.7%, 4학년 14.3%순으로 나타났다. 
성장지역은 도시 53.3%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39.0%, 

군지역이 7.7% 였으며, 계열은 공학계열이 24.7%로 가장 많았

고 인문사회계열 21.7%, 의료보건계열 20.0%, 상경계열 

13.0%, 자연계열 8.7%, 예체능계열 8.3%, 법정계열 3.7% 순으

로 나타났다.
가족 수는 1-4명이 75.0%로 많았고, 한 달 용돈은 21-30만

원 33.0%가장 많았으며 31-40만원 30.7%, 20만원 이하 17.7%, 
41-50만원 10.3%, 50만원 이상 8.3%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총 소득은 301-400만원, 500만원 이상 26.7%로 나타났

고, 201-300만원 19.3%, 401-500만원 18.3%, 200만원 이하 9.0%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기검진 유무에서 정기검진을 받는 경우 

43.3%, 받지 않는 경우 56.7%로 받지 않는 경우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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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Nothing of note Not significant Normal Important Very important Mean±SD

Information search

 Experience of past person oneself
 7

( 2.3)

 12

( 4.0)

 66

(22.0)

148

(49.3)

 67

(22.3)
3.85±0.89

Mass media 37 (12.3)  78 (26.0) 131 (43.7)  50 (16.7)   4 (1.3) 2.69±0.94

Introduction order by other dentist
20

( 6.7)

 42

(14.0)

133

(44.3)

 94

(31.3)

 11

( 3.7)
3.11±0.93

Inducement of others -
  9

( 3.0)

 89

(29.7)

168

(56.0)

 34

(11.3)
3.76±0.69

Internet search 28 (9.3)  73 (24.3) 137 (45.7)  51 (17.0)  11 ( 3.7) 2.81±0.95

Transit facilities

Convenient method of transportation
 2

( 0.7)

 21

( 7.0)

 61

(20.3)

147

(49.0)

 69

(23.0)
3.87±0.87

Parking facilities 21 (7.0)  59 (19.7)  94 (31.3)  86 (28.7)  40 (13.3) 3.22±1.12

Time required  3 ( 1.0)  13 ( 4.3)  63 (21.0) 132 (44.0)  89 (29.7) 3.97±0.88

Physical Environment

Scale of the dental clinic
 9

( 3.0)

 45

(15.0)

138

(46.0)

 89

(29.7)

 19

( 6.3)
3.21±0.88

Modernity of the equipment
 1

( 0.3)

  3

( 1.0)

 41

(13.7)

141

(47.0)

114

(38.0)
4.21±0.74

Cleanliness  1 ( 0.3)   1 ( 0.3)  13 ( 4.3)  68 (22.7) 217 (72.3) 4.66±0.61

Interior design  8 ( 2.7)  27 ( 9.0) 113 (37.7) 126 (42.0)  26 ( 8.7) 3.45±0.87

Comfortable waiting room
 4

( 1.3)

 12

( 4.0)

 88

(29.3)

144

(48.0)

 52

(17.3)
3.76±0.83

Image of the dental clinic

Brand name 27 ( 9.0)  64 (21.3) 138 (46.0)  62 (20.7)   9 ( 3.0) 2.87±0.94

Dentist's reputation
 7

( 2.3)

 19

( 6.3)

 69

(23.0)

148

(49.3)

 57

(19.0)
3.76±0.91

Reputation of the surrounding
 1

( 0.3)

  3

( 1.0)

 33

(11.0)

147

(49.0)

116

(38.7)
4.25±0.71

Appearance quality

Doctor's age 41 (13.7) 101 (33.7) 100 (33.3)  54 (18.0)   4 ( 1.3) 2.60±0.98

Gender of dentist 76 (25.3) 121 (40.3)  77 (25.7)  21 ( 7.0)   5 ( 1.7) 2.19±0.95

Appearance of dentist
78

(26.0)

111

(37.0)

 82

(27.3)

 19

( 6.3)

 10

( 3.3)
2.24±1.02

Background of dentist
20

( 6.7)

 35

(11.7)

107

(35.7)

104

(34.7)

 34

(11.3)
3.32±1.04

Appearance of employees
57

(19.0)

 98

(32.7)

 84

(28.0)

 39

(13.0)

 22

( 7.3)
2.57±1.15

Dental medical services

Clinic's sincerity  2 ( 0.7) -  19 ( 6.3)  84 (28.0) 195 (65.0) 4.57±0.67

Kindness service of dentist -
  2

( 0.7)

 15

( 5.0)

116

(38.7)

167

(55.7)
4.49±0.63

Special potential and career of dentist
 1

( 0.3)

  1

( 0.3)

 11

( 3.7)
- 71(23.7)

216

(72.0)
4.67±0.60

Kindness service of employees -
  1

( 0.3)

 17

( 5.7)

112

(37.3)

170

(56.7)
4.50±0.62

consultation hours  4 ( 1.3)  16 ( 5.3)  70 (23.3) 148 (49.3)  62 (20.7) 3.83±0.86

Basic element

Reasonable price -   4 ( 1.3)  51 (17.0) 150 (50.0)  95 (31.7) 4.12±0.73

Methods of payment
 5

( 1.7)

 17

( 5.7)

 68

(22.7)

131

(43.7)

 79

(26.3)
3.87±0.92

Waiting time -  10 ( 3.3)  77 (25.7) 131 (43.7)  82 (27.3) 3.95±0.81

Simplicity of the procedure
 1

( 0.3)

 10

( 3.3)

 69

(23.0)

136

(45.3)

 84

(28.0)
3.97±0.82

<Table 3> Frequency and average scores for the influential factors for the selection of dent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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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N Mean SD P-value

Gender
Male 135 4.32 0.54 0.005

Female 165 4.48 0.41

Grade

 1  68 4.41 0.55 0.771

 2  90 4.40 0.482

 3  99 4.44 0.37

 4  43 4.35 0.57

Growing area

City 160 4.40 0.50 0.791

Town 117 4.42 0.47

County area  23 4.46 0.40

Department of Science

Engineering  74 4.35 0.54 0.217

Humanities and Social  65 4.36 0.50

Natural science  26 4.28 0.51

Legal department  11 4.47 0.39

Business department  39 4.50 0.51

 Health care  60 4.49 0.38

Art & Sport  25 4.52 0.34

family size
 1-4 225 4.39 0.51 0.134

 5 <  75 4.48 0.36

One month allowance

 >20  53 4.44 0.47 0.418

 21-30  99 4.38 0.50

 31-40  92 4.42 0.47

 41-50  31 4.52 0.37

 50<  25 4.30 0.53

Mon household gross income

 >200  27 4.44 0.55 0.785

 201-300  58 4.43 0.41

 301-400  80 4.45 0.49

 401-500  55 4.35 0.46

 500<  80 4.39 0.50

Regular checkup 
Yes 130 4.43 0.42 0.638

No 170 4.40 0.52

<Table 4> Dental service for the selection of dental institu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3. 치과 의료기관 선택 시 영향요인에 따른 발생빈도 및 평

균점수

정보탐색에 한 문항에서는 과거경험이 3.85점으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교통편의에서는 소요시간이 3.97점, 물리

적 환경에서는 청결도가 4.66점, 치과이미지에서는 주위평판

이 4.25점, 외양적 자질에서는 의사의 학력이 3.32점, 치과 서

비스에서는 의사의 의술이 4.67점, 기본요소에서는 진료비가 

4.12점으로 점수가 높았다. 전체 문항 중에서 의사의 의술이 

4.67로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따라서 치과 의료기관 선택

에 있어서 의사의 의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3>.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 의료기관 선택 시 치과 서비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 의료기관 선택 시 치과 서비스를 

보면 일반적 특성 부분에서 유의한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

았다. 그러나 의료기관 선택 시 치과 서비스에 해서는 성별

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p<0.05), 가족 수에서는 1~2명
이 3명 이상보다 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Table 4>.

5. 치과의료기관 선택요인의 항목별 상관관계

치과 의료기관의 선택요인의 항목별 상관관계를 본 결과 

교통편의와 물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과 치과 이미지, 치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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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2 3 4 5 6 7

1. Information search 1 0.161** 0.188** 0.395** 0.136* 0.183 0.083

2. Transit facilities 1 0.417** 0.168** 0.070 0.312** 0.345**

3. Physical Environment 1 0.475** 0.326** 0.367** 0.372**

4. Image of the dental clinic 1 0.333** 0.276** 0.209**

5. Appearance quality 1 0.072 0.227**

6. Dental medical services 1 0.433**

7. Basic element 1

<Table 5> The correlation of the items of the selection factors for dental institution.

비스와 기본요소에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Ⅳ. 고찰

최근 치과계 환경이 새로운 경영전략을 필요로 하는 경쟁

성장이 가속화 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치과 의료기관

을 선택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만족과 함께 치과 병·의원의 경영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로 하며 이에 한 연구가 더욱 필

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의료시장에서 소비

의 주체가 될 학생 300명의 상으로 치과 의료기관의 선택

요인에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본 연구의 설문문항 신뢰도 결과 정보탐색 행태에 한 항

목은 0.540, 치과 방문 시 교통편의에 한 항목은 0.689, 치과

의 물리적 환경에 한 항목은 0.686, 치과의 이미지에 한 

항목은 0.648, 치과 의료진의 외양적 자질에 한 항목은 

0.785, 치과 서비스에 한 항목은 0.735, 치과의 기본요소에 

한 항목은 0.745로 나타났다. 이는 배 등
8)
의 연구에서 치과

의 내부적 사항 0.789, 치과서비스 0.589, 외양적 자질 0.655 
등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김과 이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일부 문항에서 차이가 나지만 체로 일치하고 있어 설문의 

신뢰성을 뒷받침 한다고 하겠다.
치과 의료기관 선택요인 항목에 의사의 의술이 4.67점으로 

가장 높았고, 병원의 청결도가 그 다음으로 4.66점, 주위평판

이 4.25점인 반면 의사의 성별은 2.19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
는 김과 이의

8)
의 연구에서 주위평판이 4.24점으로 가장 높았

고, 의료기술이 4.22점으로 그 다음, 치과진료실의 쾌적성이 

가장 낮은 0.17점을 보여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이들의 연구와 

약 10년간의 시간적인 차이로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온 

부분이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직장인을 상으로 한 치과 의료기관 선택과 관련

된 요인에 관한 이
9)
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전체

항목 중 의사의 의술이 가장 높았고, 물리적 환경에서는 청결

도가, 치과 이미지에서는 주위평판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서는 가장 점수가 높게 나왔던 치과서비스 

항목에 하여 살펴보았을 때 학년, 성장지역, 전공, 한 달 용

돈, 가구 총소득, 정기검진 여부에 따른 치과 서비스에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
성보다 여성(p<0.05)이 치과 서비스에 한 중요성을 높게 평

가하였다. 이는 진료에 한 성의, 의사의 친절, 의사의 의술, 
직원의 친절 등에 한 중요성을 남성보다는 여성이 감성적

인 부분에서 더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에 높게 평가된 결과라

고 사료된다. 이는 정
10)

의 연구에서 제1요인인 내적요인(치과

의사의 성실성, 친절, 의료기술에 한 평판 등)은 남자보다 

여자가 약간 더 많이 고려하는 요인으로 지적하였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

나 정의 연구는 학력과, 거주지역, 연령에서도 차이를 나타내 

성별을 제외하고는 차이를 보였다. 
치과 의료기관선택에 따른 항목들 간의 상관성을 알아본 결

과 크지는 않지만 교통편의와 물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과 치

과 이미지, 치과 서비스와 기본요소에서 약한 양의 상관을 보

였다. 이들 간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선택 시 고려되

는 항목들을 유기적으로 반영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하

나가 아니라 전반적인 선택 요인들을 개선하고 정비한다면 치

과 병･의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일부 학생을 상으로 전체를 

표할 수 없는 아쉬움이 남지만 치과진료의 잠재적 소비자를 

상으로 치과선택요인을 파악하였기에 추후 한계점을 보완

하여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소비자의 요구

사항에 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리라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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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부산지역 학생들의 치과의료기관 선택요인에 

하여 알아보기 위해 2013년 9월에 방문설문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300부를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 선택에서 정보탐색은 과거경험(3.85점), 교통편

의는 소요시간(3.97점), 물리적 환경은 청결도(4.66점), 치과이

미지는 주위평판(4.25점), 외양적 자질은 의사의 학력(3.22점), 
치과서비스는 의사의 실력7점), 기본요소는 진료비(4.12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사의 실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 의료기관 선택 시 치과서비스에서는 남자 4.32점, 여자는 

4.48점으로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치과의료기관 선택요인에서는 교통편의와 물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과 치과 이미지, 치과 서비스와 기본요소에서 약

한 양의 상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치과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의사의 의술

과 병원의 청결도, 주위평판에 하여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인 항목들을 철저히 분석한다면 추후 의료소비자

들이 만족하는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라 사료 되며, 
특히 과거와 달리 병원의 청결도 관련해서는 치과 감염관리와 

연계하여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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