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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정해진 규칙과 의무, 

책임을 짊어진 채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히 살아가고 있다. 특

히, 중년층은 노부모의 자식으로써, 자녀의 부모로써,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업인으로써 책무를 다

하며 인생의 후반부인 노후생활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준비

하는 중요한 연령대이다. 그러나, 중년기는 직업적 성취도가 

최고조에 이르는 반면 직업적 전환을 해야 하는 위기도 공존

하는 시기이기에 직업으로 인한 긴장이 다른 시기보다 높은 

편이며[1], 인생주기에 따른 신체적 노화현상으로 각종 만성

질환 및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해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한다.

개인이 타인들과 맺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는[2], 사회적 존재로

서의 개인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긍

정적인 피드백을 받아 심리적 적응을 돕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며 스트레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

를 수 있게 한다[3]. 또한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로부터 오

는 정서적 관심, 위로, 실질적인 도움, 이해 등의 교환을 의미

하여 자신이 사랑받고 있으며 가치 있는 존재로 지각하게 함

으로써 중년여성의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4].

자기효능감이란 대상자가 어떤 과제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5], 인

간발달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어떤 일을 시작할 것인지와 어

느 정도 그 일을 계속할 것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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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힘든 시도에 있어 실패의 

두려움 보다는 성공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하며[7],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는 문제해결을 위한 행

동을 유발하고 실행하는 발단이 되는 것으로써 조직 구성원

들의 혁신행동과 조직구성원 행동으로 이어진다[8]. 또한, 자

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과 우울을 

덜 경험하기 때문에 문제해결 경향을 보이지만, 낮은 사람은 

부정적 정서에 휩싸여 회피반응을 보인다[9].

구강건강은 건강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앓고 있는 전신질환에 비해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 스스로 느끼는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

하는데 있어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10]. 그러나 구

강건강은 효율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음식의 섭

취로 인해 먹는 즐거움을 주며, 사회적 자신감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1]. 구강건강관련 삶

의 질은 구강건강에 대한 유지뿐만 아니라 미적인 관심, 자기

존중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 등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는 것으로[12], 전신건강이 나쁜 사람은 치아보존 가능성이 

낮아지고 그로 인하여 저작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구강건강

은 전신건강과 많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13].

건강관리에 있어 중요한 분석 요소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14][15]는 대부분 청소년 및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중년층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을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과 연관 지어 연구한 논문이 부

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하부 요인들이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

원인 사회적 지지와 어떤 일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

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인 자기효능

감에 대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중년기 성인의 사회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구강건강증진프로그

램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부산, 울

산,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50대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실시하

였다.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식

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2. 연구 도구 및 방법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에 대해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내용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14문항, 사회

적지지 24문항, 자기효능감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표시하여 처리하였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문항은 역

환산 처리하였다.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대, 직업, 결혼 

유무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2)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척도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는 Slade[16]가 개

발한 OHIP-14를 이다인[17]이 사용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기능적 제한, 신체적 동통, 정신

적 불편, 신체적 능력저하, 정신적 능력저하, 사회적 능력저

하, 사회적 불리의 총 7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도구

의 신뢰성은 Cronbach’s α=.94로 나타났다.

3) 사회적지지 척도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설문지는 비교적 많

이 사용되고 있는 박지원[18]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김

연수[19]이 사용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도구의 신뢰성은 Cronbach’s α=.97로 나타났다.

4)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과 차정은[20]의 연구

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효능감 도구의 신뢰성은 

Cronbach’s α=.8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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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분석

설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데이터 코딩을 거쳐 SPSS for 

windows version 2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

으며,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에 대한 

분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술통계분석으로 구하였고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사

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은 t-test 검증, 분산분석(ANOVA)을 사

용하였다.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Person’s의 상관계수와 선형회

귀분석 중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비율

은 남성 88명(44.0%), 여성 112명(56.0%)으로 남성보다 여성

이 더 많았다.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111명(55.50%)으로 가

장 많았으며, 전문직 20명(10.0%), 자영업 27명(13.5%), 주부 

32명(16.0%)의 순의로 조사되었다. 결혼유무에 따른 조사에

서는 기혼 184명(92.0), 미혼 16명(8.0%)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88 44.0

Female 112 56.0

Job

Office Job 111 55.5

Professional 20 10.0

Self-employed 27 13.5

Housewife 32 16.0

Other 10 5.0

Marriage
Unmarried 16 8.0

Married 184 92.0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자기효

능감, 사회적 지지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구강건강관련 삶

의 질,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에 따른 정도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자기효능감의 성별 조사에서 남성 3.00, 여성 2.85로 남성

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의 직업별 

조사에서는 전문직 2.99, 회사원 2.96, 자영업 2.90, 주부 2.72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Difference of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OHIP Social Support Self-efficacy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Gender
Male 4.13±0.70 .437

(.664)

3.77±0.63 .885

(.377)

3.0±0.34 2.963

(.003**)Female 4.09±0.60 3.68±0.67 2.85±0.34

Job

Office Job 4.14±0.64

.471

(.757)

3.74±0.60

.777

(.542)

2.96±0.33

3.375

(.011*)

Professional 4.19±0.61 3.81±0.60 2.99±0.37

Self-employed 4.08±0.66 3.66±0.74 2.90±0.33

Housewife 3.99±0.68 3.73±0.80 2.72±0.35

Other 4.02±0.69 3.40±0.51 2.96±0.31

Marriage
Unmarried 4.10±0.64 -.253

(.801)

3.71±0.66 -.324

(.746)

2.92±0.35 -.267

(.790)Married 4.15±0.64 3.77±0.61 2.94±0.35

Total 4.11±0.64 3.72±0.65 2.9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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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의 상

관관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사회적 지지는 

r=0.148, 자기효능감은 r=0.181로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및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Variables OHIP Social Support Self-efficacy

OHIP 1.000

Social Support .148* 1.000

Self-efficacy .181* .426* 1.000

* : p<0.05

4.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요인들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독립변수로 사회적 

지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요인 중 신체적 동통만이 유의한 영

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0%였다

<Table 4>.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요인 중 기능적 제한, 정신

적 불편, 신체적 능력저하, 정신적 능력저하, 사회적 능력저

하, 사회적 불리 요인은 사회적 지지를 예측하는데 유의한 설

명력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Effect of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n Social 

Support

Variables B SE β t(p)

Physical Pain .168 .052 .224 3.241(.001**)

F=10.506, R2=.050, Durbin=1.561, ** : p<0.01

5.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요인들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요인을 독립변수로 자기

효능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요인 중 신체적 동통만이 유의한 영향

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8%였다

<Table 5>.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요인 중 기능적 제한, 정신

적 불편, 신체적 능력저하, 정신적 능력저하, 사회적 능력저

하, 사회적 불리 요인은 사회적 지지를 예측하는데 유의한 설

명력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Effect of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n 

Self-Efficacy

Variables B SE β t(p)

Physical Pain .077 .028 .195 2.802(.006**)

F=7.850, R2=.038, Durbin=1.550, ** : p<0.01

Ⅳ. 고찰

국민건강의료보험에 대한 보안적인 대안으로 민간의료보

험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오래 전 부터 진행된 반

면,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민간치과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진행된 연구가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치과의료보

험의 기초적인 연구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ᐧ경기 지역의 10개 치과 병 · 의원을 방문한 

만 20세 이상 성인 540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를 시행하여 민간치과의료보험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민간치과의료보험의 인식도는 젊고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30대에서 32.8%로 가장 높았다. 

이는 허욱[14]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연구자는 연령이 낮을수록 민간의료보험의 가입률이 높게 나

타난 원인에 대해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적 전망을 젊은 

층에서 특히 어둡게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하였

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에 따른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는 30대에서 민간치과의료보

험의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혼자와 고학력자, 서울 지역 거주자

에서 민간치과의료보험의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은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의 군과 

구강환경상태가 양호한 그룹에서 인식도가 높고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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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치과의료보험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조사된 변수만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의 

변수에서 민간치과의료보험을 ‘잘 안다’로 인식할 확률은 60

세 이상에 비해 20대에서 2.25배, 30대에서는 4.09배, 40대에

서는 1.41배, 50대에서는 2.11배로 조사되어 모든 연령층 중 

특히 30대에서 민간치과의료보험의 인식률이 가장 높음을 재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월 평균 가구소득은 ‘200만 원 이하’ 

군 보다 ‘200만 원 이상 ~ 400만 원 이하’ 군에서 2.27배 높

게 조사되었고, 국민건강보험 만족도에서는 ‘불만족’으로 답

한 군에 비해 ‘만족’으로 답한 군에서 2.56배 더 높았다. 민간

의료보험 ‘비 가입’ 군 보다 ‘가입’ 군에서 1.99배 높게 조사

된 반면, 민간치과의료보험 ‘비 가입’ 군에 비해 ‘가입’ 군에

서 0.01배 더 낮게 조사되어 실제 보험 가입 시 보험 상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채로 가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군 보다 ‘좋다’

고 응답한 군에서 2.98배, 최근 1년 간 ‘5~9회’ 치과 의료기

관을 방문한 군이 ‘4회 이하’로 방문한 군에 비해 1.95배 민

간치과의료보험의 인식률이 높게 조사되었다. 

이찬희 등[15]의 연구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만

족도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민

간의료보험의 인식률이 높아질수록 가입 의사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포괄적인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될 경우 전체 응

답자의 60.0%가 가입의사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 연구를 근

거로 민간치과의료보험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치과의료 서비스 보장성이 크게 높아

지지 않는다면, 치과 이용에 따른 부담으로 민간치과의료보

험의 인식률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며, 향후 가입을 고려

하는 사람의 숫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선행 연구는 민간치과의료보

험에 대한 직·간접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연구 자료

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치과의료보험에 대한 인

식 정도를 조사하여 민간치과의료보험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자 함이므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선행 연

구를 통해 민간치과의료보험의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본 연

구의 고찰에서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민

간의료보험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증가하므로 발생

되는 사회적 불평등이 조장될 수 있으며,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해 증가된 의료 이용량이 공적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고, 의료 공급자의 과잉 진료 및 고가 진료 유

도 등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지적된 바 있다[16]. 

따라서, 민간치과의료보험 역시, 낮은 경제적 부담으로 치

과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과진료 접근성의 향상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치과 검진을 받으려는 수

요자가 많이 발생하고 비급여 항목의 진료 수요도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가의 의료 서비스 일수록 실질적인 본인 

부담의 감소 폭이 저가보다 더욱 커지게 되어 보험으로 인한 

수요의 증가가 고가 의료 서비스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을 수

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민간치과의료보험에서 법정본인부담

금을 보장한다면, 공보험의 급여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할 것

이고 이는 공적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치과 의료 이용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즉,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책임 하에 스스로 해결해 나가

려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치과부문에서도 전반적인 의료

비 증가와 피보험자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위험선택(selection of risk), 사치성 의료비의 

증가, 의료소비의 양극화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

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방식을 채택하

고 있어 국민들이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고도 포괄적인 의

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치료가 NHS 보

장을 받지 못하고 사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민간치과의료보험

에 대한 인식이 높고 가입률 역시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

이다[17]. 

미국은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유일한 OECD 회원국이

다. 치과치료는 대부분 개인 부담과 민간 또는 공적 치과보험

을 조합하여 치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치과 치료의 대부

분을 공적보험으로 보장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면 미국의 

치과 진료 개인 부담금은 약 9배에 달한다. 이처럼 고액의 치

과 진료비 부담으로 민간치과의료보험은 미국에서 선호하는 

고급 민간의료보험이며, 민간치과의료보험에 대한 연구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8][19].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보완

하는 방안으로 오래 전부터 실손 보험을 포함한 민간의료보

험에 대한 가입률 및 연구도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히 진행되

고 있으나, 민간치과의료보험에 관한 인식 및 가입은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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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많이 낮은 상태이며, 연구 역시 전무하다.

따라서, 추후 민간치과의료보험에 대한 가입률은 계속적으

로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민간의료보험에 따른 우

려 및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대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의 체계적이고 종합

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이에 본 연구는 민간치과의료보험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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