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현대인들은 자신감 있는 외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타인과

의 경쟁 도구로 생각한다. 신체이미지에 대한 만족감은 외적 척도

로 큰 중요성을 가지며 따라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신체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자해 외모관리 행동 

및 적극적인 소비행동으로 나타난다[1]. 이러한 외모관리행동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개인의 이미지 형성에 관여하여 행복과 사회적 

성공으로 이어진다[2].

김 등[3]은 치아미백을 외모관리행동의 척도 중 꾸밈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심미적인 측면에서의 치아만족도는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므로 최근 치과병

의원에는 치아의 심미상담만을 원하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4].

이렇듯 치아의 심미적 욕구 및 치아미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5], 20대 여성의 치아미백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시중에서 

쉽게 미백제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7]의 선행연구에서 여대생은 미용성형수술에 관대해지고 

외모를 아름답게 향상시켜 사회적,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미용성형수술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

아미백은 여대생이 가장 하고 싶은 미용성형 종류였고, 대학의 

계열과 상관없이 가장 높은 관심의 치과분야는 치아미백이었다[8].

또한, [9]의 연구에서 치아미백 인식도는 93%로 높게 나타났으

나, 치아미백에 대한 지식은 39%로 낮아 치아미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관리행동은 청소년을 거쳐 성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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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대학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신체관심으로 나타나는 치아의 심미적 욕구는 치아미백 

행위로 이어지지만 선행연구로는 치아미백효과에 관한 연구

[10][11][12]가 다수 있지만 소비자 중심의 내면적인 미와 치아미

백 행위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국내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내면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13]이 

개발한 내면적 미의 척도 BCBS(Broad Conceptualization of 

Beauty Scale)을 번역 및 역번역하여 타당도를 평가하여 본 연구

자가 한글판 BCBS 개발하여 연구도구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여대생의 치아미백 행위 영향 요인의 가설적 모형을 

분석, 검증하고 경로분석을 통하여 치아미백 행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YU 2018-04- 

002-002)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3.1.7을 

활용하여 218명이 산출되었으나, 구조방정식모형의 권장 표본크

기는 관측변수의 15~20배로 본 연구의 관측변수 33개의 15배인 

495명이 최소로 요구되었다. 3대광역시(부산, 대구, 울산) 및 중소

도시(진주, 구미, 경산)의 10개 대학에 재학 중인 550명 중 20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연구대상자

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서면동의서에 동의한 학생들

을 대상으로 2018년 9월 10일부터 4주간 실시하였다. 자기기입

식 설문조사로 무응답이나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541부를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설문문항의 구성은 총 75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치아상태, 치아

미백 인식 실태, 치아미백지식, 치아미백태도, 치아미백행위, 치

아만족도, 식⋅음료 섭취습관, 구강건강영향지수(OHIP), 구강건

강실천행위, BCBS 등으로 구성하였다.

구강건강영향지수(Oral Health Impact Profile, OHIP)는 [14]

의 OHIP-14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7개의 

영역 하위 14문항으로 기능적 제한, 신체적 동통, 신체적 능력저하, 

심리적 능력저하, 심리적 불편, 사회적 능력저하, 사회적 불리로 

구성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자주 있었다’가 1점, ‘전혀 

없었다’가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에 관한 삶의 질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BCBS는 [13]의 연구도구를 번역 및 역번역하여 한글판 BCBS

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주관적 미 2문항, 신체적 미 

2문항, 심리적 미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미의 주관적 신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치아미백 지식은 미백원리, 미백방법, 변색요인의 하위요인으로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치아미백 지식이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0.65이었다.

치아미백태도는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치아미백 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0.79였다.

치아만족도는 2문항으로 전반적인 치아상태의 만족도 3점, 

치아색만족도 5점 만점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자신의 치아상태 

및 치아색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값은 

0.67이었다.

구강건강실천 행위는 치아미백행위의 매개변수로, 5점 척도

의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실천행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값은 0.65이었다.

치아미백행위는 치아미백 경험 여부와 경험한 치아미백방법, 

경험동기, 치아미백 후 만족도, 주위권유 의향, 미백비용 등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식음료 섭취습관은 식⋅음료 중 치아착색

의 주원인인 커피, 콜라, 초콜릿 등의 일일섭취습관을 말하며, 

섭취여부 및 섭취량 등으로 8문항을 구성하였다.

3. 가설적 연구모형

독립변수로는 치아만족도, 식⋅음료섭취습관, 치아미백지식을 

설정하였고, 매개변수로는 치아미백태도, 구강건강실천행위, 종

속변수로는 치아미백행위, OHIP, BCBS로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Figure 1>.

4. 자료 분석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측정모형의 타당도와 신뢰

도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별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으로 연구모형의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과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고, 정규성 확인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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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모형 검증은 2단계 접근법으로 분석하

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설정된 연구모델과의 적합도 지수를 검증

하고 경로계수 및 효과를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은 ‘2학년’이 41.6%으로 제일 많았으며, 주전공은 

‘보건의료계열’ 56.4%, ‘비보건의료계열’ 43.6%였고, 전공학제는 

‘2년제’ 6.7%, ‘3년제’ 49.2%, ‘4년제’ 44.1%였다. 월평균 용돈은 

‘30만원 미만’이 49.0%, ‘30만원-69만원’이 48.4%, ‘70만원 이상’

이 2.6%였다. 성형시술경험여부는 경험이 없는 경우가 68.4%, 

경험이 있는 경우가 31.6%였으며, 성형시술 경험자의 경험 횟수

는 ‘1회’가 27.7%, ‘2회 이상’이 3.9%였다<Table 1>.

수집된 데이터에 결측치, 이상치, 정규성을 점검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구조 방정식 모델을 위한 가정이 충족하였는지 확인했으

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왜도는 -2.001~1.503범위며, 첨도는 

-.032~6.442로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연구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3>.

치아미백행위는 치이미백태도(r=0.142, p<0.01), 구강건강실

천행위(r=0.141, p<0.01), 치아미백지식(r=0.092, p<0.05), OHIP 

(r=-0.091, p<0.05)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OHIP는 

치아만족도(r=0.348, p<0.01)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구강건강실천행위(r=-0.188, p<0.01), 식⋅음료 섭취습관(r=-0.145, 

p<0.01), 치아미백태도(r=0.129, p<0.01) 순으로 유의하였다. 

BCBS는 치아미백태도(r=0.110, p<0.05), 구강건강실천행위

(r=0.099, p<0.05) 순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치아만족도

는 치아미백 태도(r=0.284, p<0.01)와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

계가 나타났으며, 구강건강실천행위(r=-0.201, p<0.01), 식⋅음료 

섭취습관(r=-0.096, p<0.05) 순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치아미백지식은 구강건강실천행위(r=0.131, p<0.01)와 치아미

백태도(r=0.180, p<0.01)에 양(+)의 상관관계로 유의하였다.

연구모형 적합도는 유의수준 0.05에서 모형이 자료와 합치된

Tooth satisfaction

Food and beverage 

habits

Tooth whitening

knowledge

Tooth whitening attitude

OHIP

Tooth whitening Act

BCBS

Practice of oral health

<Figure 1> Hypothetical Research Model

Variables Categories N %

Grade 1 160  29.6

2 224  41.6

3 142  26.2

4  15   2.6

Major field Health & care 305  56.4

Non-Health & Care 236  43.6

Education level Community College  36   6.7

College 266  49.2

University 239  44.1

Average monthly allowance

(Ten thousand won)

 <30 265  49.0

30-69 261  48.4

70≤  15   2.6

Number of molding 0 370  68.4

1 150  27.7

2≤  21   3.9

계 541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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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며(x2=2049.620, p＜0.01), 절대적합

지수(RMSEA, RMR, GFI, AGFI)와 증분적합지수(NFI, IFI, 

TLI, CFI)는 적합도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나타났다. 

모형 적합도 조정을 위해 수정지수를 참고하여 오차간 상관관

계 가정모형을 설정하여 모형 적합도를 추정하였다<Figure 2>, 

<Figure 3>. 수정결과 자유도가 감소하여 x2 값도 유의하게 감소

하며,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는 모두 기준값보다 나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Table 4>.

각 경로계수 분석 결과는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수로의 경로를 

살펴보면 치아만족도에서 구강건강실천행위(C.R.=4.101, p<0.001)

와 치아미백태도(C.R.=-4.652, p<0.001), 치아미백지식에서는 

구강건강실천행위(C.R.=3.227, p<0.001), 치아미백태도(C.R.=3.081, 

p<0.01)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를 살펴보면 치아만족도에서 치아미

백행위(C.R.=2.549, p<.05), 식⋅음료 섭취습관에서 OHIP(C.R.= 

-3.065, p<.01)의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매개변수에서 종속변수로의 경로를 살펴보면 치아미백태도에

서 치아미백행위(C.R.=4.531, p<0.001), OHIP(C.R.=-3.775, p<0.001), 

BCBS(C.R.=2.020, p<0.05)가 유의하였으며, 구강건강실천 행위

에서 BCBS(C.R.=3.250, p<0.001)의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Variables Min-Max Mean±SD Skewness Kurtosis

Dependent variable Tooth whitening Act Number of experiences 0-3 0.50±0.56   .522  -.769

Cost 0-3 1.34±0.54  1.444  1.988

Satisfaction 0-3 0.81±0.96   .660 -1.023

Intention 0-3 0.87±0.99   .469 -1.423

OHIP Functional restriction 1-5 4.82±0.41 -2.001  6.222

Physical pain 1-5 4.31±0.72 -1.015   .669

Psychological discomfort 1-5 4.01±1.01  -.817  -.139

Physical ability decease 1-5 3.90±0.80  -.438  -.410

Psychological function decease 1-5 4.13±0.80  -.853   .309

Social activity decrease 1-5 4.93±0.28 -1.505  6.134

Social discomfort 1-5 4.86±0.38 -1.175  6.442

BCBS Subjective beauty 1-5 3.41±0.66   .151  -.197

Physical beauty 1-5 3.31±0.60  -.084   .905

Psychological beauty 1-5 3.80±0.57   .014   .382

Independent Tooth satisfaction Satisfaction teeth condition 1-3 2.07±0.71  -.099 -1.012

Tooth color satisfaction 1-5 2.93±0.79   .097  -.328

Tooth whitening knowledge Whitening principle 0-2 0.81±0.77   .332 -1.262

Whitening method 0-3 1.79±0.83  -.336  -.369

Discoloration factor 0-3 1.66±0.92  -.078  -.874

Food and beverage habits Sum of intake 0-4 1.92±1.03  -.468  -.882

Number of drinking coffee 0-4 0.97±1.24  1.503  1.306

Number of drinking coke 0-4 1.33±1.40  1.068  -.206

Number of eating Chocolate 0-4 1.27±1.47  1.028  -.414

parameter Practice of oral health Brushing after meals 1-5 3.44±0.73   .013   .015

Correct brushing 1-5 3.50±0.70   .033  -.035

Regular oral examination 1-5 2.83±1.07   .338  -.550

Limit sugar intake 1-5 2.02±0.82   .739   .725

Adequate nutrition intake 1-5 3.23±0.76   .182  -.032

Tooth whitening attitude Tooth whitening requirements 1-5 3.75±0.89  -.592   .276

Tooth whitening selection 1-5 3.92±0.85  -.858  1.049

Intention to participate in dental health education 1-5 3.48±0.83  -.031  -.273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ooth whitening education 1-5 3.46±0.83  -.075  -.073

Degree of tooth whitening effect 1-5 3.77±0.71  -.475   .489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normality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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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oth 

whitening Act
OHIP BCBS

Tooth 

satisfaction

Tooth 

whitening

knowledge

Food and 

beverage 

habits

Practice of 

oral health

Tooth 

whitening 

attitude

Tooth whitening Act 1 　 　 　 　 　 　 　

OHIP -.091* 1 　 　 　 　 　 　

BCBS  .038 -.029 1 　 　 　 　 　

Tooth satisfaction -.011  .348** .041 1 　 　 　 　

Tooth whitening knowledge  .092*  .063 .059  .048 1 　 　 　

Food and beverage habits -.062 -.145** .053 -.096* -.046 1 　 　

Practice of oral health  .141** -.188** .099* -.201**  .131**  .050 1 　

Tooth whitening attitude  .142**  .129** .110*  .284**  .180** -.053 .027 1

* p<0.05, ** p<0.01, *** p<0.0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Figure 3> Crystal model

<Figure 2>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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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만족도, 치아미백태도가 높을수록 치아미백행위가 높았

고, 식⋅음료 섭취습관, 치아미백태도가 낮을수록 OHIP가 높게 

나타났다. 치아미백태도, 구강건강실천행위가 높을수록 BCBS

가 높게 나타났으며, 치아만족도, 치아미백지식이 높을수록 구강

건강실천행위가 높았다. 치아만족도가 낮을수록, 치아미백지식

이 높을수록 치아미백태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5>.

모형 분석에서 효과분해로 모형에 제시된 잠재변수 경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의 크기를 표준화계수를 제시하였으

며 <Table 6>과 같다.

치아만족도는 치아미백행위에 직접효과 0.995, 간접효과 -1.325, 

총 효과 -0.33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치아만족도는 치아미백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 및 치아미백태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

도 미쳤기 때문에 부분 매개효과를 가졌다.

식⋅음료 섭취습관과 치아미백태도에서 OHIP, 치아미백태도

와 구강건강실천행위에서 BCBS, 치아만족도와 치아미백지식

에서 구강건강실천행위, 치아미백지식와 치아만족도에서 치아

미백태도의 경로에서는 간접효과는 없었으며 직접효과만 있었다.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Teeth whitening Act

← Tooth satisfaction 0.995 -1.325 -0.330

← Teeth whitening attitude 1.627 1.627

OHIP

← Food and beverage habits -0.978 -0.978

← Teeth whitening attitude -0.208 -0.208

BCBS

← Teeth whitening attitude 0.449 0.449

← Practice of oral health 0.906 0.906

Practice of oral health

← Tooth satisfaction 0.602 0.602

← Teeth whitening knowledge 0.799 0.799

Teeth whitening attitude

← Tooth satisfaction -0.815 -0.815

← Teeth whiteningknowledge 0.58 0.580

<Table 6> Effect decomposition table of research model

Variables B ß S.E C..R. p

Tooth whitening Act

← Tooth satisfaction   0.857  0.995  0.349 2.459 .014

← Tooth whitening attitude   0.293  1.627  0.065 4.531 .001

OHIP

← Food and beverage habits  -1.133 -0.978 0.37 -3.065 .002

← Tooth whitening attitude -0.05 -0.208 0.013 -3.775 .001

BCBS

← Tooth whitening attitude  0.065  0.449 0.032 2.020 .043

← Practice of oral health  0.214  0.906 0.066 3.250 .001

Practice of oral health

← Tooth satisfaction  1.756  0.602 0.428 4.101 .001

← Tooth whitening knowledge  3.077  0.799 0.954 3.227 .001

Tooth whitening attitude

← Tooth satisfaction  -3.895  -0.815 0.837 -4.652 .001

← Tooth whitening knowledge  3.663 0.58 1.189 3.081 .002

<Table 5> Research model analysis results

Division Research model Modified model Model Fit

X2
2910.894

(df=488, p=.001)

797.739

(df=469, p=.001)
p >.05

Absolute fit Index

RMSEA .090 .038 ≤.05

RMR .089 .039 ≤.05

GFI .773 .919 ≥.90

AGFI .739 .903 ≥.90

Median fit index

NFI .567 .901 ≥.90

IFI .612 .947 ≥.90

TLI .577 .940 ≥.90

CFI .609 .947 ≥.90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R: Root Mean square Residual

GFI: 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TLI: Turker 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Table 4> Fit between the research model and the modifi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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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최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아의 

심미적 개선을 위하여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5].

치아미백은 보철치료에 비해 보존적이고, 미백시술의 간편성

과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시술할 수 있어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도

가 높아지고 있다[16].

BCBS는 ‘심리적 미’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7]의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압력, TV, 라디오,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의 

영향으로 여자대학생들의 외모관리행동이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의 기준은 다양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내면의 생각과 실제 행동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내면에는 응대성과 자기중심성 내재

되어 있지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나 평가에는 취약해 내면과는 

달리 표면적으로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18]의 의견과 같은 

생각이다.

주관적인 치아만족도가 높을수록, 치아미백을 하고 싶은 욕구

를 나타내는 치아미백태도가 높을수록 치아미백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높게 나타났고, 이상적인 신체 기준을 내면화할 

때 외모관리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19]. 또한 [20]은 

밝은 색상의 치아는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

하는 것으로 나타나 치아색은 사회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며, [21]의 연구에서 외모에 관심이 높을수록 행동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식⋅음료 섭취 습관과 치아미백태도점수가 낮을수록 OHIP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치아건강에 관심 있는 대상자일수록 평소에 

치아관리를 잘하여 착색이 잘되는 음식을 자재함으로써 스스로 

치아만족도가 높아 치아미백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행위의 

실천이 중요하다[22].

치아미백태도와 구강건강실천행위 점수가 높을수록 BCBS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치아미백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구강건강실천 행위를 규칙적으로 시행하는 대상자일수록 내면

적 미의 기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만족도 점수가 높고 치아미백지식점수가 높을수록 구강

건강실천행위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자신의 구강상태에 만족

하는 대상자와 치아미백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대상자일수

록 구강건강실천 행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치아만족도점수가 낮을수록 치아미백태도점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경재력

이 생기는 사회생활 초년생이 되면 치아미백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23]. 치아

미백에 대한 지식점수가 높을수록 치아미백태도점수가 높게 

나타나, 태도는 행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치아미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시술하는 경우 치아미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치아미백 지식점수가 높을

수록 치아미백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연구[24]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한정된 특정지역의 여자대학생으로 대상

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른 연령의 여성 집단에 일반화를 위해서

는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내면적인 미와 치아미백 

행위, 삶의 질과의 국내 선행연구가 없어 변수들을 모두 설명하기 

어려웠다. 또한, 자기기입식 질문을 사용하여서 대상자들이 사회

적 규범에 합당한 방향으로 반응하여 자기방어적인 검사 태도를 

보일 수 있어 추후 면담 등의 다양한 측정 방법을 적용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심미적인 기능을 우선시하는 대학생의 내면적인 미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미의 기준 척도을 제시하였고, 치아미백 행위 

영향요인을 모형으로 제시함으로 치아미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잘 알고 미백시술을 함으로 무분별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고 

구강보건의 정책개발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치아미백행위 영향 요인으로는 치아미백행위에 

이르는 경로분석 결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

난 치아만족도였다. 따라서 치아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

이 크게 작용하므로 내면적인 미를 측정하여 무분별한 미백시술

과 부작용을 막고 미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강의 

심미기능을 최대화하여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이 높아지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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