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의 기초이자 필수적인 요소이며, 전신건

강이 악화되면 이를 알려주는 예비신호의 역할을 한다[1]. 구강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원만한 생활이 

가능한 구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다[2].

구강건강상태가 악화되면 음식물의 섭취 및 영양의 공급이 

어렵고, 통증 및 저작의 문제, 말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등 전신적

인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3,4]. 또한 개인 삶의 질이 저하되며 

고용의 기회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의 

위험 요인이 유발된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 

즉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률은 2012년 36.9%, 2013년 29.7%, 

2014년 32.4%, 2015년 32.2%로 높은 편이다[6]. 유럽 국가들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률(2012년 4.6%, 2013년 5.1%, 2015년 

4.1%)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높은 편이다[7]. 2016년 국민건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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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사 자료에 의하면 19세 이상 성인의 연간 치과 미치료율은 

26%로 나타나 의과 영역의 미치료율 8.8%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

로 보고되고 있다[8]. 이와 같은 상황을 비추어보았을 때 치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장벽은 여전히 높아 많은 사람들이 치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의 주된 요인으로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소득수준, 경제적 

상태), 건강상태와 같은 질병 요인뿐만 아니라 시간적 요인 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9-11].

건강증진 생활양식은 건강을 증지, 유지시키기 위한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활동으로 안녕의 수준 및 개인적 만족감, 자아실현을 

높이기 위해 행해지는 통합된 건강행위이며, 건강과 관련된 생활

양식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영향

을 받는다[12]. 건강증진행위의 실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본인의 생활양식을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행동습관의 변화 및 유지에 자기조절 

능력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심리적 요인의 

영향이 중요하다[13]. 황[14]의 연구에서도 심리적 요인인 자기

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를 선택하고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진료에 대해 느끼는 장애가 구강건강을 

매개하여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전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중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019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

까지 연구책임자와 연구원이 직접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최종 240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결과와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및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설명하였다. 동시에 연구

대상자 본인이 연구 참여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였다. 본 연구에 적절한 

대상자 수를 G 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분석

한 결과, 최소 필요 표본수는 176명이었으며, 본 연구의 최종 

대상자 240명은 필요한 표본 수를 충분히 충족하였다.

2. 연구방법

1) 치과 진료 장애

치과 진료 장애는 치과 진료를 받는데 소요 되는 비용, 시간, 

거리, 공포, 창피함 등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정의한다. 측정도구

는 Becker[15]에 의해 개발된 구강건강신념모형의 지각된 장애

변수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였으며,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 창피함, 치과와의 물리적 거리, 치과 진료 비용, 구강병 

예방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총 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측정방

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치과진료에 대한 장애가 높으며, 측정도

구의 신뢰도(Cronbach’s ⍺) = .754였다.

2) 구강 건강

구강 건강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구강건강상태로 

정의한다. 구강건강의 측정을 위해 홍[16]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

하였으며, 통증, 불편감, 심미성, 구취 등의 정도를 파악하는 

총 11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측정방법으

로 점수가 많아질수록 구강은 건강한 것으로 측정하였으며, 신뢰

도(Cronbach’s ⍺) = .862였다.

3) 전신 건강

전신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의미한다. 

측정도구는 Ware et al[17]에 의해 개발된 SF-36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에 대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전반적 건강

상태, 타인의 건강상태와 비교, 건강상태에 대한 예측을 포함한 

총 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측정방법으로 

점수가 많아질수록 전신 건강이 좋은 것으로 측정하였으며, 신뢰

도(Cronbach’s ⍺) = .682였다.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행위

를 성공적으로 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Bandura[18]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연구의 취지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확신, 문제해결능력등을 판단하는 

총 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측정방법로 점수가 

많을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으며, 신뢰도(Cronbach’s ⍺) = .67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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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SPSS/WIN 25 program을 이용하였으

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을 산출하였다.

2) 치과진료장애와 구강건강, 자기효능감, 전신건강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3) 연구대상자의 치과진료장애와 구강건강, 자기효능감, 전신건

강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치과 진료 장애가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강건강

의 매개효과의 분석은 3단계 절차에 따른 회귀분석과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5) 치과진료장애가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분석은 평균을 0으로 센터링한 독립 변인( )과 

조절 변인( )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240명 중 남자 36.7%, 여자 63.3%이었고, 연령분

포는 20대 4.2%, 30대 18.3%, 40대 10.8%, 50대 10.4%, 60대 

25.0%, 70대 23.3%, 80대 7.9%였다. 경제상태는 상 5.0%, 중 

73.8%, 하 21.3%였고, 교육정도는 무학 1.3%, 초졸 11.7%, 중졸 

17.1%, 고졸 29.6%, 전문대졸 9.6%, 대졸 30.8%였다<Table 1>.

2. 치과진료장애와 구강건강, 자기효능감, 전신건강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치과 진료 장애는 3.08점, 구강건강은 3.79점, 

자기효능감도 3.73점 전신건강은 3.09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치과진료장애와 구강건강, 자기효능감, 전신건강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치과진료장애, 구강건강, 전신건강, 자기효능감

의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치과진료장애는 구강건

강(r=-.41, p<.001) 및 전신건강(r=-27, p<.001)과 부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진료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창피

함을 느끼고, 환경적으로 거리가 멀고, 비용과 시간의 부담을 

Variables M±SD

Dental care disorder 3.08±.81

Oral health 3.79±.63

Self-efficacy 3.73±.59

Systemic health 3.09±.62

<Table 2> Differences between dental care disorders, oral health, 

self-efficacy, and systemic health (N=240)

Variables Dental care disorder Oral health Self-efficacy Systemic health

Dental care disorder 1.00

Oral health   -.41*** 1.00

Self-efficacy .05 -.01 1.00

Systemic health   -.27***    .44***  .10 1.00

***
p<.001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Objective Class N P(%)

Gender
Male 88 36.7

Female 152 63.3

Age

20s 10 4.3

30s 44 18.3

40s 26 10.8

50s 25 10.4

60s 60 25.0

70s 56 23.3

80s 19 7.9

Economic condition

Low 51 21.3

Average 177 73.7

High 12 5.0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or lower 72 30.1

High school diploma 71 29.6

College degree or higher 97 40.3

Total 240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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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느낄수록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이 나쁜 것을 알 수 있었다.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정의 상관(r=.44, p<.001)으로 나타나, 

구강건강이 좋을수록 전신건강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

능감은 치과진료장애, 구강건강, 전신건강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치과진료장애와 전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구강건강

의 매개효과 검증

치과진료장애와 전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구강건강의 매개효

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의 3단계 절차에 따른 회귀분석과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4>, <Figure 1>. 매개효과 검증 

결과, 1단계와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치과진료장애는 종속변수

인 전신건강(β=-.27, p<.001)과 매개변수인 구강건강(β=-.41,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함께 투입된 매개변수인 구강건강이 종속변수인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β=.40, p<.001)도 유의하였다. Sobel 

test 결과도 Z=-4.61, p<.001로 유의하여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강건강이 통제되었을 때의 치과진료장애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완전매개임을 알 수 

있다.

5. 치과진료장애와 전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

감의 조절효과 검증

치과진료장애와 전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조절

효과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Table 5>. 상호작용항의 공선성 

방지를 위해 연구변수를 평균을 0으로 중심화(mean centering)

하였다.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은 첫 번째 단계에

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투입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 상호작

용항을 투입하여 설명량의 증가와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로 확인한 결과 모두 2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모형 1의 설명량은 8.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0.84, p<.001). 상호작용항을 추가

로 투입한 모형 2에서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β=-.17, t=-2.69, p<.01), 설명량은 2.7% 유의하게 

증가하여 자기효능감이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절효과 분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형2의 회귀식(Y=3.10-.18X+ 

.14M-.19XM)을 치과 진료장애의 고(+.89), 저(-.89)와 자기효능

감의 고(+.72), 저(-.72) 값을 넣어 전신건강을 예측하였으며 

<Figure 2>와 같다.

Stage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1 Systemic health Dental care disorder -.21 .05 -.27 -4.29***

2 Oral health Dental care disorder -.31 .05 -.41 -6.84***

3 Systemic health
Dental care disorder -.08 .05 -.11 -1.68

Oral health  .40 .06  .40 6.26***

***
p<0.001, Sobel test Z=-4.61, p<.001

<Table 4> Moderating effect

-.27***(-.11)

-.41***
  .40***

Dental care 

disorder

Oral

health

Systemic

health

<Figure 1>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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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치과진료장애와 전신건강의 관계에 있어 구강건강

의 매개효과와 더불어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에 대해 조사 분석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치과진료장애 점수는 평균 3.08점으로 나타

나 치과 진료를 받는 것에 심리적, 환경적, 경제적 장애를 보통 

정도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구강건강은 5점 만점 

중 3,79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자기효능감도 3.73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신건강은 3.09점으로 자신의 전신건강상태를 보

통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 등[19]의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치과진료장애를 살펴보았을 때 2.92점으로 나

타난 결과와 유사하며, 장애는 치과 의료이용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최 등[20]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치과

의료장애성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구강보

건교육을 시행하여 구강건강신념을 강화하고 구강병 예방행동

을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을 제시하며 예방중심의 건강보험적용

확대 및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치과진료장애와 구강건강, 전신건강, 자기효능

감과의 상관분석결과 치과진료장애는 구강건강 및 전신건강과 

부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과진료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창피함을 느끼고, 환경적으로 거리가 멀고 비용

과 시간의 부담을 많이 느낄수록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이 나쁘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은 정의 관계를 

나타내 구강건강이 좋을수록 전신건강도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은 치과진료장애, 구강건강, 전신건강

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의 

일부이며 자기효능감과 구강건강과의 관련성에서 자기효능감

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VIF

Constant 3.09 .04 79.92*** 3.10 .04 81.01***

Dental care disorder(X) -.21 .05 -.27 -4.38*** -.18 .05 -.23 -3.65*** 1.06

Self-efficacy(M)  .12 .07  .11  1.77  .14 .07  .13 2.15* 1.02

Interaction term(XM) -.19 .07 -.17 -2.69** 1.08

R²(ΔR²) .08 .11(.02)

F 10.84*** 9.82***

*
p<.05, **p<.01, ***p<.001

<Table 5> Control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ntal care disorder and systemic health

Systemic

health

Dental care disorder high Dental care disorder low

Self-efficacy

Low

Self-efficacy

High

<Figure 2> Verification of regul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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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강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구강건강증진행위를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21]. 그러나 자기효능감은 건강신념과 함께 건강증진행

위의 영향요인으로 건강증진행위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장애요

소를 극복하는 것을 포함하며, 자기효능감이 개개인의 행위를 

변화시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선행조건이라 보고[22]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치과진료장애와 구강건강 및 전신

건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은 추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과진료장애와 전신건강의 관계

에 대한 구강건강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치과진료장애는 전신건강

(β=-.27, p<.001)과 매개변수인 구강건강(β=-.41, p<.001)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함께 투입된 매개

변수인 구강건강이 종속변수인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β=.40, 

p<.001)도 유의하였다. 그리고 구강건강이 통제되었을 때의 치

과진료장애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완전매개

임을 알 수 있었다.

치과진료장애와 전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조절

효과 검증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치과진

료장애가 높을 때는 전신건강이 비슷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치과진료장애가 낮을 때는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이 전신건강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자기효능감

이 치과진료에 대한 장애가 낮은 성인에게는 전신건강에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전신의 건강을 위해 치과진료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기효능감 변화를 

통해 스스로 구강건강증진행위를 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가 특정지역(부산, 울산, 경남)

에 국한되어 표본의 대표성이 낮아 추후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치과진료장애와 전신건강에 대한 구강건강의 매개효과와 자기

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포괄적 개념의 전신 건강을 

위해서는 구강건강이 선행되어야 하며, 구강건강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전문가들

의 역량 강화필요와 교육방향을 제시한 것에 학문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치과진료장애를 낮추는 

방안과 자아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을 유지하는 기초자료를 만드는데 더욱 

신뢰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거주 20세 이상 성인 24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치과진료장애와 전신건

강에서 구강건강의 매개효과와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분석

하기 위해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치과진료장애는 3.08점, 구강건강은 3.79점, 

자기효능감도 3.73점, 전신건강은 3.09점으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치과진료장애는 구강건강(r=-.41, p<.001) 

및 전신건강(r=-27, p<.001)과 부의 상관으로,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정의 상관(r=.44, p<.001)으로 나타났다.

3. 치과진료장애와 전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구강건강의 매개효

과에서 1,2단계에서 치과진료장애는 종속변수인 전신건강

(β=-.27, p<.001)과 매개변수인 구강건강(β=-.41, p<.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매개변

수인 구강건강이 종속변수인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β=.40, 

p<.001)도 유의하였으며, 구강건강이 통제되었을 때 치과

진료장애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아 매개의 유형은 완전매

개하였다.

4. 치과진료장애와 전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조

절효과 검증에서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치과진료장애가 높을 때는 전신건강이 

비슷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치과진료장애가 낮을 때는 자

기효능감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이 전신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신건강 관리를 위해 치과진료에 대한 장벽, 즉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며 치과진료 비용에 대한 장벽은 제도적 개선과 함께 

소비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

이션 채널이 필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치과진료장애가 낮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전신이 건강한 것으로 보아, 개인의 심리

를 지지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전문가들의 역량 강화와 함께 

구강보건교육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기관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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