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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behavioral 

intention and behavior of works with dental disease when utilizing dental care ,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When the effects of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their intention parameter were structurally modeled,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the highest level of 0.35 in the subjective norm, 0.15 in the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and 0.02 in th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s well as 0.27 in the effect 

of their intention on the behavior. The structure model's R-square of the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having an effect on the intention 

accounted for 20%, and behavior was 7%. The fitness of structure model showed that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 goodness of fit index (GFI) was 0.81 and its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was 0.71 which was average, while its root mean square residual (RMSR) was 

0.09 which was sown to be good. 

  To improve the dental care utilization by workers found to have dental diseases as a result 

of their dental examination, the implementation of an intervention will be necessary to 

increased behavioral intention and care givers must pay more attention to eventually 

converting behavioral intention into actual behaviors.

Key words: Dental Care Utilization, Dental Diseases, Industrial Workers, Theory of Planned 

Behavior  

Ⅰ. 서론

산업구강보건제도는 1992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근로자의 채용시 건강검진에 일반구강상병검진과 

직업구강상병검진을 포함함으로써 산업구강보건제도가 시행

되기 시작되었다[1]. 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산업구강보건제

도가 확립되면서 산업장 구강검진이 전국적으로 확  실시되

었으나 일반구강검진의 일환으로 수진한 구강검진의 결과보

고 및 특정업무에 따른 구강검진실태만이 보고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근로자의 구강검진결과 활용방안과 향후 근로자들

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인 구강보건 활

용방안이 제 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2]. 또한 부분의 근로

자들은 여러 여건상 비근로자에 비하여 치과의원을 자발적으

로 방문할 기회가 적어 조기에 구강병을 발견하여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

강상담의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구강보건의식을 고양

시킴으로써 조기에 발견된 구강상병을 초기치료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 구강검진결과 유소견자들의 사후 치과의료

기관이용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

은 근로자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근로자구강검진의 개선방안

을 강구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로 진단된 경우 사

후 관리실태에 한 연구[3-5]가 수행되어 왔으나 부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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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질환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구강상병검진후의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근로자 구강검진결과 일반

구강상병검진후의 관리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6]가 이루

어졌지만 전년도 구강검진결과 유소견자의 치과의료이용 여

부를 상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조사한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으며, 여러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구강보건의식에 한 변

수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치과의료이용행

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1967년 Fishbein은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규명하

기 위하여 가치기 이론에 근거하여 합리적 행동이론을 처음

으로 개발하였다. 인간은 이성적이며, 사용가능한 정보를 체

계적으로 사용하고, 행위에 한 개인의 의도가 그 행위의 직

접적인 결정요인이라 가정하였다. Fishbein과 Ajzen은 이 이론

을 적용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의 의지적 행위를 이해하

고 예측하기 위해 행위의 의도를 규명하고 측정하려 하였으

며, 의도의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7]. 그러나 인간은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하며, 
부분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의지의 통제하에 있다는 가정

을 근거로 함으로서 의지에 의한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한 행

위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합리적 행동이론의 

주요 가정인 행위가 완전히 의지의 통제하에 있다는 제한점

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지된 행동통제 변인을 추가하여 계획

된 행동이론을 발전시켰으며 인간 행위의 예측에 보다 더 설

명력을 지녔다[8]. 이 이론에 따르면 행동수행의 결정은 행동

를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로서 의도와 행동수행능력으로서 인

지된 행동통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의도는 다시 주관적 규범, 
행동에 한 태도, 인지된 행동통제와 같은 세가지 주요 요인

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9]. 
이에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이용하여 산업장 근로

자의 구강검진결과 구강질환 유소견자로 진단되었을 경우에 

치과의료기관을 이용할 의도와 실제 유소견자들의 치과의료

이용의 여부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구강검

진결과 이후 올바른 사후 조치와 유소견자들의 치과의료기관 

이용율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1차 조사는 2008년 5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산

업장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작성방법을 충분

히 설명한 후 근로자 608명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

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치과의사 1인이 구

강검진을 실시하였고, 구강검사결과는 조사원 2인이 구강검진

을 받은 근로자에게 즉시 통보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두 차례

의 메일로 결과를 상기시켜 주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참여한 608명 근로자 가운데 구강검진결과 구강질환 유소견

자로 진단된 사람 361명을 2차 추적 상자로 선정하여 2008
년 6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치과의료이

용 여부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상자는 2차 조사시 

구강검진결과 구강질환 유소견자로 진단된 361명으로 제한하

였다. 

2. 연구도구 및 방법

계획된 행동이론의 주요 구성요소인 행위에 한 태도, 주
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 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 등

[3]의 설문도구와 Luzzi와 Spencer[10]의 설문도구를 근거로 하

여 문항간의 상관관계가 너무 높거나 낮은 문항을 삭제하고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는 22문항으로 축소하였다. TPB의 사회

심리적 변수는 5점 의미차이 척도법으로 측정하였으나 응답

의 빈도를 고려하여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로, 1개월 

이내 치과의료이용할 의도는 ‘그렇다’가 ‘상’, ‘보통이다’가 

‘중’, ‘아니다’가 ‘하’로 3점 의미차이 척도법으로 재범주화 하

였다. 
1) 행위에 한 태도(Attitude toward behavior): 특정 행위에 

해 내리는 긍정적, 부정적 평가 정도를 의미하는데, 어떤 

상에 한 태도가 아니라 행위에 한 태도이다. 행위신념과 

결과평가의 두 변수의 곱의 합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치과의

료이용에 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총 6문항에 한 Cronbach's 
Alpha는 0.870이다.

(1) 행위신념(Behavioral beliefs): 어떤 행위의 수행시 특정의 

결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에 해 개인이 갖는 신념

으로서 3점 리커트 척도로 -1점에서 +1점으로 양측점수

를 부여하였으며 총 3문항에 한 Cronbach's Alpha는 

0.875이다.
(2) 결과평가(Evaluations of behavioral outcomes): 어떤 행위의 

특정결과에 해 갖는 좋아함 또는 싫어함의 정도로 개인

이 평가하는 가치로 3점 리커트 척도로 -1점에서 +1점으

로 양측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총 3문항에 한 Cronbach's 
Alpha는 0.908이다.

2)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특정 행위의 수행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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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본 연구의 계획된 행동이론 분석틀

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회적 압력이다. 규범적 신념과 순

응동기 두 변수의 곱의 합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치과의료이

용에 준거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간주하며 총 8문항에 한 

Cronbach's Alpha는 0.908이다.
(1)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s): 주관적 규범을 구성하는 

특정인들로부터 사회적 압력을 느끼는 개별신념으로 3
점 리커트 척도로 -1점에서 +1점으로 양측점수를 부여하

였으며 총 4문항에 한 Cronbach's Alpha는 0.924이다. 
(2) 순응동기(Motivation to comply): 특정인들의 생각을 전

반적으로 따르려는 정도로 3점 리커트 척도로 1점에서 

3점으로 단측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총 4문항에 한 

Cronbach's Alpha는 0.881이다.
3) 인지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특정 행동 

수행의 용이성 또는 어려움을 인지하는 정도이다. 통제신념과 

인지된 능력 두 변수의 곱의 합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력

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며 총 8문항에 한 Cronbach's Alpha는 

0.557이다.
(1) 통제신념(Control beliefs): 인지된 행동 통제의 기초가 되

는 개별신념으로서 행동 수행의 장애와 행동 수행을 위

한 자원의 여부와 관련되며 3점 리커트 척도로 -1점에서 

+1점으로 양측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총 4문항에 한 

Cronbach's Alpha는 0.921이다. 
(2) 인지된 능력(Perceived power): 행동의 촉진이나 억제에 장

애가 되는 요인이나 자원의 통제능력으로 3점 리커트 척도

로 -1점에서 +1점으로 양측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총 4문항

에 한 Cronbach's Alpha는 0.704이다. 
4) 의도(Behavioral Intention): 특정의 행동수행을 얼마나 자

발적으로 열심히 하려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

려는지에 한 의사이다.
5) 행동(Behavior): 특정한 상황하에서 앞으로 수행할 것으

로 기 되는 구체적 행동이다.
이와 같이 독립변수인 TPB의 사회심리적 변수 22문항과 

종속변수인 1개월 이내 치과의료이용할 의도와 행동으로 구

성하였고 1개월 이내 치과의료기관을 이용할 의도는 중간 종

속변수로 하였으며, 1개월 이내 치과의료기관 이용은 최종 종

속변수로 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통계프로그램(SPSS Inc, USA)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분포는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고, 행위에 한 태도에 따른 치과의료이용 의도와 이용

율, 주관적 규범에 따른 치과의료이용 의도와 이용율, 인지된 

행동통제에 따른 치과의료이용 의도와 이용율, 상자의 1개
월 이내 치과의료기관이용 의도에 따른 이용율은 χ2_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개월 이내 치과의료이용과 관련된 TPB 모형의 사회심리

적 분석은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고, TPB 모형에 한 

공변량구조분석은 단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LISREL for 
windows version 8.12A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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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asure

ATTI

 X1_4

 X2_5

 X3_6

Behavioral belief

Yes(1) 

So-so(0)

No(-1)

   My diease will be cured, if I get dental care(X1)

   To take a treatment will be helpful to my oral health(X2)

   To take a treatment will be helpful to my life(X3)

Evaluation of behavioral outcomes

   If I get dental care, recovery of my disease will be(X4)

   If I get dental care, helpfulness of my oral health will be(X5)

   If I get dental care, helpfulness of my life will be(X6)

SN

 X7_11

 X8_12

 X9_13

 X10_14

Normative belief

Yes(1) 

So-so(0)

No(-1)

   If take close examination or treatment, my family would be happy(X7)

   If take close examination or treatment, my friends would be happy(X8)

   If take close examination or treatment, my superior would be happy(X9)

Counselling with dental specialist will be necessary before utilization of dental clinic(X10)

Motivation to comply

Yes(3) 

So-so(2)

No(1)

   If my family recommend to utilize dental clinic, I will do(X11)

   If my friends recommend to utilize dental clinic, I will do(X12)

   If my superior recommend to utilize dental clinic, I will do(X13)

   If dental specialist recommend to utilize dental clinic, I will do(X14)

PBC

 

 X15_19

 X16_20

 X17_21

 X18_22

Control belief

Yes(1) 

So-so(0)

No( -1)

   Dental care utilization will cost me a lot(X15)

   Dental clinic care inconveniently situated to utilize(X16)

   It is too far to utilize dental clinic(X17)

   Fear with pain of dental care(X18)

Perceived power

   I will get dental care though economic burden(X19)

   I will get dental care though inconvenient and long distance(X20)

   I will get dental care though busy(X21)

   It is too easy to utilize dental clinic within one month(X22)

Intention If the diagnosis of dental disease, I will go to dental clinic within one month(Y1)

Yes(1) 

So-so(0)

No(-1)

Behavior After a notice of the results of dental examination, I went to dental clinic within one month(Y2) 
Yes(1) 

No(0)

<Table 1> Content of TPB variable and measure method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관한 분포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남자’가 80.6%로 ‘여자’ 19.4%보

다 더 많았으며 연령은 ‘40-49’ 33.2%, ‘30-39’ 29.9%, ‘20-29’ 
18.6%, ‘50≤’ 18.3% 순으로 많았고, 교육수준은 ‘고졸’ 51.2%, 
‘ 졸이상’ 36.8%, ‘중졸이하’ 11.9% 순으로 많았다. 경제상태

는 ‘보통이다’ 64.5%, ‘어렵다’ 20.5% ‘여유있다’ 15.0%의 순으

로 많았으며 근무년수는 ‘≤9’ 54.3%, ‘10-19’ 23.8%, ‘20-29’ 
16.1%, ‘30≤’ 5.8% 순으로 많았다<Table 2>. 

2. 유소견자의 행위신념에 따른 1개월 이내 치과의료이용 

의도

유소견자의 행위신념에 따른 1개월 이내 치과의료기관이용 

의도에서 ‘치과치료 시 완쾌 가능성’, ‘치과치료 시 구강건강

의 효용성’, ‘치과치료 시 생활의 효용성’이 긍정적일수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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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

Gender   Male 291 80.6

  Female  70 19.4

Age   20-29  67 18.6

  30-39 108 29.9

  40-49 120 33.2

  50≤  66 18.3

Education   Under middle  43 11.9

  High 185 51.2

  Over college 133 36.8

Economic state   Enough  54 15.0

  So so 233 64.5

  Bad  74 20.5

Work period   ≤9 196 54.3

  10-19  86 23.8

  20-29  58 16.1

  30≤  21 5.8

  Total 361 100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N
Intention Utilization

Yes So so  No Yes No

Behavioral belief My diease will be cured, if I get dental care

   Yes 296 77.7 16.6 5.7** 15.5 84.5

   So-so   56 50.0 26.8 23.2 10.7 89.3

   No    9 33.3 22.2 44.4 44.4 55.6

To take a treatment will be helpful to my oral health

   Yes 322 75.2 17.4  7.5** 14.9 85.1

   So-so   34 52.9 26.5 20.6 17.6 82.4

   No    5 20.0 20.0 60.0 40.0 60.0

To take a treatment will be helpful to my life

   Yes 305 74.8 17.4  7.9** 15.7 84.3

   So-so   49 65.3 22.4 12.2 12.2 87.8

   No    7 14.3 28.6 57.1 28.6 71.4

Evaluation of behavioral outcomes If I get dental care, recovery of my disease will be

   Yes 311 76.5 16.1  7.4** 13.8 86.2

   So-so   47 46.8 29.8 23.4 25.5 74.5

   No    3 33.3 66.7  0.0 33.3 66.7

If I get dental care, helpfulness of my oral health will be

   Yes 315 75.6 16.8  7.6** 15.2 84.8

   So-so   44 52.3 25.0 22.7 15.9 84.1

   No    2  0.0 100.0  0.0 50.0 50.0

If I get dental care, helpfulness of my life will be

   Yes 306 76.1 17.3  6.5** 15.0 85.0

   So-so   53 50.9 22.6 26.4 17.0 83.0

   No    2 50.0 50.0  0.0 50.0 50.0

*P<0.05, **P<0.01

<Table 3> Intention and utilization of dental care according to attitude 

도가 높았으며(p<0.01) 결과평가에 따른 1개월 이내 치과의료

기관이용 의도에서 행위신념으로 인한 결과에 한 평가도 

긍정적일수록 의도가 높았다(p<0.05). 구강질환 유소견자의 행

위신념과 결과평가에 따른 1개월 이내 치과의료기관 이용율

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3. 유소견자의 규범적 신념에 따른 1개월 이내 치과의료기

관이용 의도

유소견자의 규범적 신념에 따른 1개월 이내 치과의료기관

이용 의도에서 ‘치과치료에 한 가족의 생각’, ‘치과치료에 

한 친구의 생각’, ‘치과치료에 한 동료나 상급자의 생각’, 
‘치과의료인의 생각’ 이 긍정적일수록 의도가 높았다(p<0.01) 
<Table 4>. 순응동기에 따른 1개월 이내 치과의료기관이용 의

도에서 ‘가족의 권유시 치과의료이용 가능성’, ‘친구의 권유시 

치과의료이용 가능성’, ‘상급자의 권유시 치과의료이용 가능

성’, ‘치과의료인의 권유시 치과의료이용 가능성’ 이 긍정적일

수록 의도가 높았다(p<0.01). 유소견자의 규범적 신념과 순응

동기에 따른 1개월 이내 치과의료기관 이용율도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Table 4>.
 

4. 유소견자의 통제신념에 따른 1개월 이내 치과의료기관이

용 의도

유소견자의 통제신념에 따른 1개월 이내 치과의료기관이용 

의도에서 ‘교통편이 불편하지 않다’고 할수록 의도가 높았다

(p<0.05). 유소견자의 인지된 능력에 따른 1개월 이내 치과의

료기관이용 의도에서 ‘경제적 부담이 되더라도 치과의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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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Intention Utilization

Yes So so No Yes No

Normative belief If take close examination or treatment, my family would be happy

  Yes 324 75.6 17.6  6.8** 16.0 84.0

  So-so  23 43.5 26.1 30.4  8.7 91.3

  No  14 42.9 21.4 35.7 14.3 85.7

If take close examination or treatment, my friend would be happy

  Yes 278 77.0 16.5  6.5** 15.8 84.2

  So-so  64 59.4 25.0 15.6 14.1 85.9

  No  19 47.4 21.1 31.6 15.8 84.2

If take close examination or treatment, my superior would be happy

  Yes 255 78.0 16.1  5.9** 15.7 84.3

  So-so  82 62.2 25.6 12.2 14.6 85.4

  No  24 45.8 16.7 37.5 16.7 83.3

If dental specialist recommend to utilize dental clinic, I will do

  Yes 254 78.7 15.0  6.3** 15.4 84.6

  So-so  76 57.9 27.6 14.5 15.8 84.2

  No  31 54.8 22.6 22.6 16.1 83.9

Motivation to comply  If my family recommend to utilize dental clinic, I will do

  Yes 305 78.7 15.4  5.9** 15.4 84.6

  So-so  43 37.2 39.5 23.3 16.3 83.7

  No  13 38.5 15.4 46.2 15.4 84.6

If my friend recommend to utilize dental clinic, I will do

  Yes 269 79.9 14.1  5.9** 16.7 83.3

  So-so  77 51.9 32.5 15.6 13.0 87.0

  No  15 40.0 20.0 40.0  6.7 93.3

If my superior recommend to utilize dental clinic, I will do

  Yes 255 80.4 13.7  5.9** 16.9 83.1

  So-so  87 56.3 29.9 13.8 12.6 87.4

  No  19 36.8 26.3 36.8 10.5 89.5

If dental specialist recommend to utilize dental clinic, I will do

  Yes 301 78.4 15.3  6.3** 15.6 84.4

  So-so  50 42.0 36.0 22.0 16.0 84.0

  No  10 40.0 20.0 40.0 10.0 90.0

*P<0.05, **P<0.01  

<Table 4> Intention and utilization of dental care according to subjective norm

가능성’, ‘교통편이 불편하더라도 치과의료이용 가능성’, ‘시
간적 제약이 있더라도 치과의료이용 가능성’, ‘1개월 이내 치

과의료이용의 용이성’이 그렇다고 할수록 의도가 높았다

(p<0.01). 구강질환 유소견자의 통제신념에 따른 구강질환 유소

견자의 1개월 이내 치과의료기관 이용율은 ‘구강검진결과 이

상이 있을 때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할수록 이용율이 낮았으

나(p<0.01) 인지된 능력에 따른 구강질환 유소견자의 1개월 이

내 치과의료기관 이용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5. 구강질환 유소견자의 1개월 이내 치과의료기관이용 의도

에 따른 이용율

구강질환 유소견자의 1개월 이내 치과의료기관이용 의도에 

따른 이용율은 ‘그렇다’ 18.0%, 보통 12.1%, ‘아니다’ 2.9% 순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Table 6>.

6. TPB 변인이 의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행위에 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가 의도를 

매개변수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을 구축결과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주관적 규범이 0.35로 가장 높았으며 

행위에 한 태도 0.15, 인지된 행동통제 0.02 순으로 유의하였

고, 또한 의도가 행동에 미치는 정도는 0.27로 유의하였다. 또
한 행위에 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가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설명력은 20%이었으며 행위에 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가 매개변수인 의도를 거쳐 행동

으로 가는 구조모형의 설명력은 7%이었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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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Intention   Utilization

  Yes  So so   No  Yes  No

Control belief Dental care utilization will cost me a lot

   Yes 237 70.0 19.0 11.0 13.1 86.9**

   So-so  80 75.0 17.5  7.5 15.0 85.0

   No  44 79.5 15.9  4.5 29.5 70.5

Dental clinic care inconveniently situated to utilize

   Yes 155 70.3 21.3  8.4* 16.8 83.2

   So-so  77 66.2 26.0  7.8 16.9 83.1

   No 129 78.3 10.1 11.6 13.2 86.8

It is too far to utilize dental clinic

   Yes 199 73.9 17.1  9.0 15.6 84.4

   So-so  92 68.5 25.0  6.5 18.5 81.5

   No  70 72.9 12.9 14.3 11.4 88.6

Fear with pain of dental care

   Yes 160 73.8 17.5  8.8 16.9 83.1

   So-so 68 64.7 25.0 10.3 14.7 85.3

   No 133 74.4 15.8  9.8 14.3 85.7

Perceived power I will get dental care though economic burden

   Yes 245 82.0 13.1  4.9** 15.9 84.1

   So-so  89 56.2 33.7 10.1 15.7 84.3

   No  27 37.0 14.8 48.1 11.1 88.9

I will get dental care though inconvenient and long distance

   Yes 228 81.1 12.7  6.1** 15.8 84.2

   So-so 103 59.2 31.1  9.7 14.6 85.4

   No  30 50.0 16.7 33.3 16.7 83.3

I will get dental care though busy

   Yes 235 83.8 11.5  4.7** 17.0 83.0

   So-so 106 55.7 33.0 11.3 12.3 87.7

   No  20 25.0 20.0 55.0 15.0 85.0

It is too easy to utilize dental clinic within one month

   Yes 244 79.5 13.1  7.4** 16.4 83.6

   So-so  81 61.7 27.2 11.1 16.0 84.0

   No  36 47.2 33.3 19.4 8.3 91.7

*P<0.05, **P<0.01

<Table 5> Intention and utilization of dental care according to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Variable N Yes No

 Intention of dental care utilization Yes 261 18.0  82.0*

So-so  66 12.1 87.9

No  34  2.9 97.1

*P<0.05, **P<0.01  

<Table 6> Utilization rate according to Intention of dental care 

utilization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MC1)

Intention  Attitude   0.15*   0.15* 0.20

 Subjective norm    0.35**   0.35**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0.02  0.02

Behavior  Attitude  0.04 0.04 0.07

 Subjective norm 0.09 0.09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0.01 0.01

 Intention   0.27*  0.27*

주: 1)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for Structural Equations  *P<0.05, **P<0.01  

<Table 7> Fact of TPB variable effect on intention and behavior of dental care utilization

7. 구조모형의 전반적 부합지수

구조모형의 적합도로서 구조방정식모형의 부합지수(GFI)는 

모형이 자료의 변량/공변량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0.9이상이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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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Result level Recommened level Determination

 Goodness of fit index (GFI) 0.81 > 0.9 So so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0.71 > 0.9 So so

 Root mean square residual (RMSR) 0.09 < 0.1 Well

<Table 8> Fit index of structural TPB model 

<Figure 2> 계획된 행동이론의 구조모형(n=361명)

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0.81로 나타나 보

통수준이었다. 수정부합지수(AGFI)는 부합지수(GFI)를 자유도

에 해 수정한 값으로 모형의 간명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수

로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권장수용수준은 0.90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0.71로 나타나 보통수준이었다. 원소평균자승잔

차(RMSR)는 분석자료의 행렬과 가설적 모형에 의해 재생산된 

행렬간에 원소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부합도가 좋음을 의미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0.09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간주된다<Table 8>.

8. TPB 변인의 구조모형

행위에 한 태도는 X2_5와의 요인 적재량이 0.99로 가장 

높았으며, X3_6은 0.86, X1_4는 0.82의 순이었다. 주관적 규범

은 X8_12와의 요인 적재량이 0.93으로 가장 높았으며, X9_13
은 0.92, X7_11은 0.88, X10_14는 0.72의 순이었다. 인지된 행

동통제는 X16_20와의 요인 적재량이 0.78로 가장 높았으며, 
X17_21은 0.75, X15_19는 0.55, X18_22는 0.48의 순이었다. 행
위에 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의 모든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의도는 Y1으로 직접 관찰하였

다고 가정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행동도 Y2로 직접 관찰한 것

으로 가정하였다<Figure 2>.

Ⅳ. 고찰

본 연구는 사회심리적 변수들이 근로자 구강검진결과 구강

질환 유소견자들이 치과의료기관이용 의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 TPB)을 적용하여 행위에 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인지된 행동통제

(perceived behavioral control)가 치과의료기관이용 의도와 실제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여 근로자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에 보다 효과적인이고 바람직한 추후관리와 치과의료이용

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

도되었다. 
전체 유소견자 361명을 상으로 단순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1개월 이내 치과의료이용 행동에 한 공변량구조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단순분석의 결과와 비슷하였으며, 의도만이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구의 이론적 모형을 뒷

받침하였다. 
행동에 한 설명력은 7%으로서 의도에 한 설명력 20%

보다 낮았다. 이는 이 등[11]의 연구에서 의도 30%, 행동 21%, 
한 등[3]의 연구에서 의도 37%, 행동 28% 보다는 낮은 수준이

었으나 지[12]의 계획된 행동이론 버젼2를 이용한 군흡연자의 

금연의도 예측이 교육후 7%로 나타난 것과 부합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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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행동이론이 치과의료이용 모형에 부적합하여 이와 같

은 결과를 도출하였다기 보다는 측정상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추정된다. 즉 본 논문에서는 구강질환 유소견자 중 과거행동

인 지난 6개월간 치과방문 여부를 조사하여 치과방문한 경험

이 있는 사람과 현재 치과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연구 상

자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조사시점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치과

방문을 한 사람은 본인의 구강상태를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

에 치과의료이용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6개월간 치과방문을 경험한 사람 가운데는 평소 구강건

강에 관심이 많아 예방목적의 치과치료나 정기검진을 목적으

로 방문한 사람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형의 설명력

이 낮아졌을 것으로 간주된다.
구조방정식모형의 부합지수(GFI)는 0.81이었으며, 수정부합

지수(AGFI)는 0.71로 나타나 보통수준이었고 원소평균자승잔

차(RMSR)는 0.09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등[11]
의 자궁암 조기검진행태 예측을 위한 계획된 행동이론과 이

성적 행동이론의 적용 연구에서 부합지수(GFI)와 수정부합지

수(AGFI)가 각각 0.98, 0.97이었으며 원소평균자승잔차(RMSR)
는 0.08로 나타난 것과 최[13]의 청소년 흡연행위 예측모형 구

축의 연구에서 부합지수(GFI)와 수정부합지수(AGFI) 및 원소

평균자승잔차(RMSR)이 각각 1.00, 1.00, 0.19로 나타난 것과 

한 등[3]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이용한 일반질환 유소견 근로

자의 의료이용 모형연구의 부합지수(GFI)와 수정부합지수

(AGFI) 및 원소평균자승잔차(RMSR)이 각각 0.99, 0.99, 0.16에 

비하면 본 논문은 0.90이상이면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부합지수(GFI)와 수정부합지수(AGFI)는 낮지만 0.05이하면 잘 

맞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원소평균자승잔차(RMSR)는 부

합도가 좋다고 볼 수 있다.
행위에 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가 의도를 

매개변수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을 구축결과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주관적 규범이 0.35로 가장 높았으

며 행위에 한 태도 0.15, 인지된 행동통제 0.02 순으로 유의

하였지만 인지된 행동통제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행동에 

미치는 정도는 의도만 0.27로 유의하였다. 국내에서도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행동을 예측한 연구[14]에서는 감염관리행동 의도에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가 직접적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 감염관리행동에는 의도, 인지된 행동통제, 태도, 주
관적 규범이 직·간접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 본 논문에 비해 TPB변인이 종속변수과 관련이 많으며, 모
형의 설명력도 높았다.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보건증진 프로그

램 효과를 연구한 것[15]에서는 구강건강행동 의도에는 주관

적 규범, 태도, 행동통제, 과거 구강건강행동이 직접적으로 영

향을 주었으며, 구강건강행동에는 과거 구강건강행동, 의도, 
규범, 태도, 행동통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나 본 논문과는 의도에 규범이, 행동에는 의도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 부합된다. 중년여성의 운동을 예측한 연

구[16]에서는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가 운동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주었으며, 운동에는 인지된 행동통제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혼여성의 피임행위를 예측한 연구

[17]에서는 피임의도에 인지된 행동통제, 규범이 유의하였으

며 피임행위에는 의도, 인지된 행동통제가 유의하였다. 또한 

기혼여성의 피임행위에 한 연구[18]에서도 인지된 행동통

제, 태도가 피임행위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논문과는 차이가 있었다. 외국 연구는 의도와 행동의 차이를 

연구한 것[19]에서는 의도에는 태도와 규범이 유의한 관련이 

있으며, 행동에는 인지된 행동통제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나 본 논문과는 의도에서 부분적으로 부합되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연구한 것[20]에서는 의도에는 태도,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주며, 행동에는 자기효능감과 

의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부합되었다.
이와 같이 의도와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행위에 한 태

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는 행태유형이나 상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괄적으로 본 논문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산업

장 근로자의 구강검진결과 구강질환 유소견자로 진단될 경우 

1개월 이내 치과의료이용할 의도와 행동을 알아본 결과 행위

에 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주었지만 행동에는 직접적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의도

만이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행동에 한 모형의 

설명력이 의도에 한 모형의 설명력보다 낮은데, 이는 의도

에서 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다른 장애요인이나 내적․외적 

환경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간주된다. 즉 본 연구

상자는 행정적으로 군 소재지에 위치한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치과의료이용에 있어서 도시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상황에 있다. 또한 부분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

로자를 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인지된 행동통제가 낮

을 수 밖에 없으며, 높은 수준의 행동통제를 지각한 사람들만

이 의도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결

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1].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은 실제적인 인지된 행동통제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의 인지된 행동통제는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실제적 행동통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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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은 치과의료기관을 이용할 의도와 행동을 

측정하는데 있어 1개월 이내라는 시간적 제약이 치과의료이

용 의도와 행동을 충분히 예측하고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

다. 왜냐하면 치과의료는 일반의료와 달리 응급성과 생명의 

위험성이 적어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으며, 통증의 정도나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치과의료이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

문에 ‘1개월 이내’ 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치과의료이용 여부

를 조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추후연구

는 보다 장기간의 경과기간을 두고 의도와 행동에 한 추적

조사를 하거나 1개월 후, 2개월 후, 3개월 후의 치과의료이용 

여부를 각각 조사하여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구강보건사업계획의 

유용성이 적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아닌 사회심리적인 변수를 

포함한 계획된 행동이론을 이용하여 구강질환 유소견자의 치

과의료이용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

써 치과의료이용과 관련된 행동을 이해하고 수정하는데 있어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구강검진

결과 구강질환 유소견자들의 치과의료이용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뿐

만 아니라 치과의료이용에 한 실증적 기존연구가 거의 없

는 실정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이용하여 산업장 근로자의 

일반구강검진결과 구강질환 유소견자로 진단되었을 경우에 

치과의료기관을 이용할 의도와 치과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여 유소견자들의 사후관리와 치과의료이용

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세 이상 기업의 근로자를 상으로 구

강검진결과 구강질환 유소견자로 진단된 361명을 연구 상자

로 조사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관한 분포에서 성별은 ‘남자’가 80.6%로 

여자보다 더 많았으며 연령은 ‘40-49’ 33.2%, 교육수준은 ‘고
졸’ 51.2%, 경제상태는 ‘보통이다’ 64.5%, 근무년수는 ‘≤9’ 
54.3%로 가장 많았다.

2. 행위에 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가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의 설명력은 20%이었으며 행위에 

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가 매개변수인 의도

를 거쳐 행동으로 가는 구조모형의 설명력은 7%이었다.
3. 구조방정식모형의 부합지수(GFI)는 0.81이었으며, 수정부

합지수(AGFI)는 0.71로 나타나 보통수준이었고 원소평균자승

잔차(RMSR)는 0.09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치과의료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관적 규범이 

0.35로 가장 높았으며 행위에 한 태도 0.15, 인지된 행동통제 

0.02 순이었다. 주관적 규범과 행위에 한 태도는 유의하였지

만 인지된 행동통제는 유의하지 않았다. 치과의료이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도만 0.27로 유의하였고, 주관적 규범과 

행위에 한 태도, 인지된 행동통제는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치과의료이용에 관련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치과의료이용 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고, 그 중에서도 주

관적 규범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치과의료이용 행동에

는 의도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강검진

결과 이후에 치과의료이용은 규범적 신념을 형성하는 가족, 
친구, 동료, 상급자, 의료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개인을 

상으로 하는 접근보다는 집단을 상으로 사회적 지지를 

통해 행위에 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긍정적으로 변화시

켜서 의도를 높이며, 이러한 의도가 실제 치과의료이용율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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