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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has been attempt to examine closely factors that high cost and value to

overall satisfaction state for dental implant prosthesis, re-utilization intention, inducement

intention of the general hospital dental service user and provide basis data necessary to

establish competitive general hospital dentistry management strategy.

Collected data using own recording way questionnaire from April 17, 2004 to May 15, 2004

choosing 142 people that agree on this research and question of 361 people that dental

implant prosthetic treatment finished from March 1, 1999 to March 1, 2004 for this.

Major analyzation consequences are as follows :

First, general satisfaction, re-utilization intention, inducement intention for implant

prosthesis that highly correlation variables are kindness, explanation, medical treatment level

and appreciation of the aesthetic.

Second, correlation is high relatively between re-utilization intention, inducement intention

in the 3 variables such as general satisfaction re-utilization intention, inducement intention.

Third,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most significant effective

factors are satisfaction with explanation of dental implant prosthesis between th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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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복지사회를 실현하려는 현 국가에서 건강

은 인간행복의 한 조건이 되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

으며, 오늘날에는 과거와는 달리 건강의 개념

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구강건강이

확보되지 않은 건강은 운위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 개개인이 구강병의 고통에서 헤어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

가기 위해서는 건강의 일부로서 구강건강도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신경애와 신해림,

1992).

치과 진료에 있어서 전체 무치악 환자나 부

분 무치악 환자의 경우 틀니의 사용으로 인한

헐거움, 발음장애, 저작 장애, 장착 시 통증

등, 기능적이거나 심미적이지 못한 다양한 불

만족 요인 등에 의해 최근에 치과 임플란트의

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치아가 한

개 이상 탈락 된 경우에 인접치를 삭제하는 일

반적인 치과 보철 치료보다 임플란트 보철 치

료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임플란트 보

철물에 한 만족을 고려해볼 때, 치과 임플란

트의 개당 진료 및 보철 수가가 기존의 치과

보철물 개당 진료수가보다 비교적 고가이고,

틀니에 비해 이물감이 적으며, 심미적 기능적

인 면으로 임플란트 보철물의 결과로서 기

치가 높을 수 있으며, 치과의사는 자신이 기준

으로 삼고 있는 기술적이고 임상적인 기준이

충분하게 충족되면 성공적 보철물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 반면에 환자는 자신의 기 수준에

의하여 임플란트 보철물의 성공 여부를 평가

하게 되며 임플란트 장착으로 인한 통증, 심미

적인 문제, 저작 그리고 발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정도의 불만이 있을 수 있

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임플란트 보철물을 치과의료 서비스

의 하나로 인식하여 사용자 등이 느끼는 만족

도 정도를 파악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활발하

지 않은 편이다(김형우, 1995). 치과의료 서비

스는 구매자시장의 원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서비스된 의료의 질과 환자만족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한 환

자 만족에 의하여 재 이용률이 결정되며, 그

dependant variables such as general satisfaction, re-utilization intention, inducement

intention. 

In looking into these consequence, how to improve that raise satisfaction about dental

implant prosthetic treatment and to establish patient focused care service system for dental

implant prosthesis ,it is consider that explain enough about implant prosthesis and raise

quality of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level, including satisfied with fabrication of

good esthetic dental implant prosthesis.

◉Key Words; implant prosthesis, general satisfaction, re-utilization intention, inducement

intention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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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료서비스의 이용 빈도가 높아지게 되

어 특정지역 인구 다수가 그 의료기관을 선

호 하 는 경 향 을 보 인 다 고 말 하 다

(Donabedian, 1988; Steiber, 1993).

이런 맥락에서 임플란트 보철 이용자들의 서

비스 만족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관련된 요인

을 규명하는 것은 치과의료 서비스 향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본 연구는 임플란트 진료를 받은 환자를

상으로 치료 만족상태를 측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앞으로 임플란트 보철물의

효율적인 제작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

기 위한 기본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치과 임플란트 환자의 만족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한 학부속병원 치과부를 이용한 환자 가운

데 임플란트 진료를 위하여 1999년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내원한 환자 중 임플란트 보

철물까지 장착한 내원환자 총 361명을 연구

상으로 하 다. 

자료는 2004년 4월 17일부터 2004년 5월

15일까지 29일간 수집하 다. 상자 가운데

여러 차례의 독려에도 설문에 끝까지 응하지

않는 등 접촉이 불가능했던 219명을 제외한

142명을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

2. 조사방법 및 설문내용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조사도구로 사

용하 으며 기존의 치과의원 만족에 관한 연

구(이상형, 1997)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

된 조사도구를 재사용하 다.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치과 임플란트 환자의 의료 서비스에

한 만족 결정요인이 될 시설요인, 인적요인,

비용요인, 심미적 요인, 발음적 요인, 기능요

인, 기시간, 인지도 등 8개 항목 28개 문항

과 의료서비스 만족에 선행으로 이용되는 재

이용의사, 권유의사, 전반적 만족에 한 3개

항목 4개 문항 및 진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으로 4개 문항을 구성하 다.

3. 분석방법

분석은 단변량과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 다.

단변량 분석은 빈도분석 및 이변량 분석을 이

용하 다. 임플란트 보철물에 한 전반적 만

족, 재이용의사 및 권유의사와 관련변수들 간

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

관계수를 이용하 으며, 전반적 만족, 재이용

의사 및 권유의사 등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변량 회귀분석

을 시행하 다. 자료는 SPSS 10.0 For

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으로 처리

하 고, 각 변수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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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연구 상자의일반적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분포는 남자가 54.9%, 여자가 45.1%로

남자가 많았다. 연령 분포는 40~49세가

22.7%로 가장 많았고, 50~59세가 20.6%,

30~39세가 19.8%, 60~60세가 17.0%,

20~29세가 13.5%, 70세 이상이 6.4%를 차지

하 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76.1%, 미혼이 21.1%로

기혼이 많았으며, 직업은 전체적으로 직장인

이 33.8%, 자 업자 21.8%, 가정주부 18.3%,

전문직이 12.7%, 퇴직자가 10.6%, 학생이

2.8%이었다.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5.6%, 100~200

만원 미만이 14.1%, 200~300만원 미만이

22.5%, 300~400만원 미만이 13.4%,

400~500만원 미만이 16.2%, 500만원 이상

이 28.2%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9.0%로 가장 많았고,

경인지역 21.8%, 충청지역 3.5%, 남지역

2.1%, 호남지역 2.1%, 강원지역 2.4%로 나타

났다.

표 1.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원수142명

성 별

연 령

학 력

직 업

남 자

여 자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초등∙중∙고등학교

전문 학교

4년제 학∙그 이상

직장인

자 업

학 생

가정주부

전문직

퇴직자

78

64

20

28

32

29

24

9

49

20

73

48

31

4

26

18

15

54.9

45.1

13.5

19.8

22.7

20.6

17.0

6.4

34.5

14.1

51.4

33.8

21.8

2.8

18.3

12.7

10.6

백 분 율 (%)응 답 자 (명)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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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플란트 진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임플란트를 이용한 인공치아의 개수를 조사

해 본 결과, 2~3개가 40.1%로 가장 많았고, 1

개 26.8%, 4~5개 19.7%, 6개 이상도 13.4%

가 있었다.

제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모른다고 응답

한자가61.3%, 외국산이라고응답한자는27.5%,

국산이라고응답한자는11.3%로나타났다. 

임플란트를 이용한 인공치아의 부위로는 윗

니 구치부분이 35.9%로 가장 많았고, 아랫니

구치부분이 29.4%, 윗니 전치부분이 19.7%,

아랫니 전치부분이 16.9%, 윗니 전체가 3.5%,

아랫니 전체가 2.8%로 나타났다.

표 2. 임플란트 진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인공치아의 갯수

제품의 원산지

인공치아의 부위

1개

2~3개

4~5개

6개 이상

국 산

외 산

모른다

윗니 전치부분

윗니 구치부분

아랫니 전치부분

아랫니 구치부분

윗니 전체

아랫니 전체

기 타

계

38

57

28

19

16

39

87

28

51

24

42

5

4

6

142

26.8

40.1

19.7

13.4

11.3

27.5

61.3

19.7

35.9

16.9

29.4

3.5

2.8

4.2

100.0

백 분 율 (%)응 답 자 (명)구 분

3. 임플란트 보철물에 한 만족상태

표 3은 연구 상자들의 임플란트 보철물에

한 만족상태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전반

적 만족, 재이용 의사, 권유의사, 심미, 발음,

기능만족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

과 같다. 

전반적 만족부분에서 인공치아에 한 만족

상태 분포는 만족이 46.5%, 매우 만족과 불만

족이 각각 16.2%로 같았으며, 보통이다가

20.4%, 매우 불만족이 0.7%로 나타났다. 치

과진료에 한 만족은 만족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만족이 9.9%, 보통이다

가 39.4%, 불만족이 9.2%, 매우 불만족은 0%

로 각각 나타났다. 시간부분에 한 만족상태

분포는 만족이 43.0%로 가장 높았고, 매우 만

족이 23.9%, 보통이다가 26.1%로 나타났고,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은 각각 4.9%와 2.1%로

나타났다. 비용부분에 한 만족상태 분포는

만족과 보통이다가 23.2%로 같게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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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만족이 2.8%에 불과한 반면 불만족과 매

우 불만족은 각각 31.0%와 19.7%로 비교적 높

게 나타났다. 통증부분에 한 만족상태 분포

는 만족과 매우 만족이 각각 21.8%와 2.8%의

수준에 그친 반면 보통이다가 23.2%, 불만족

과 매우 불만족은 37.3%와 14.8%로 나타나

비교적 통증에 한 불만족이 높음을 알 수 있

었다.

재이용의사에 한 만족상태의 분포는 만족

이 44.4%로 가장 높았고, 매우 만족이 10.6%,

보통이다가 33.1%로 나타나 재이용할 의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반해 불만족과 매우 불

만족은 각각 11.3%와 0.7% 수준에 그쳤다.

권유의사 부분에 한 만족상태 분포는 만족

이47.2%로가장높았고, 매우만족이9.9%, 보

통이다가 28.9%로 나타나 다른 사람에게 권유

할 의사가 높은 수준인데 반해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은각각12.7%와1.4% 수준에그쳤다.

심미부분의 색상에 한 만족상태 분포는 만

족이 43.7%로 가장 높았고, 매우 만족이

10.6%, 보통이다가 33.8%로 나타나 비교적

만족수준이 높은데 반해, 불만족과 매우 불만

족은 각각 8.5%와 3.5% 수준에 그쳤다. 또한

형태에 한 만족상태 분포는 만족이 42.3%로

가장 높았고, 매우 만족이 9.9%, 보통이다가

33.1%로 나타나 비교적 만족수준이 높은데 반

해,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은 각각 12.0%와

2.8% 수준에 그쳤으며, 안면형태에 한 만족

상태 분포는 보통이다가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만족이 32.6%, 매우 만족이 4.2%

로 나타났으며,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은 각각

10.6%와 2.8%로 나타났다. 

발음에 한 만족상태 분포는 보통이다가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이

31.0%, 매우 만족이 7.7%로 나타났으며, 불만

족과 매우 불만족은 각각 11.3%와 1.4% 수준

에 그쳤다.

기능부분의 저작기능에 한 만족상태 분포

는 만족이 41.5%로 가장 높았고, 매우 만족이

12.0%, 보통이다가 26.1%로 나타났으며 불만

족은 19.0%, 매우 불만족은 1.4%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물 잔류에 한 만족상태 분포는 불

만족이 34.5%로 가장 높았고, 매우 불만족이

9.9%, 보통이다가 33.1%로 나타나 비교적 불

만족수준이 높은데 반해, 만족과 매우 만족은

각각 18.3%와 4.2% 수준에 그쳤다. 치주조직

불편에 한 만족상태 분포는 만족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은 4.9%, 보

통이다가 32.4%로 나타났으며, 불만족과 매

우 불만족은 각각 26.1%와 0.7%로 나타나 만

족수준이 불만족보다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저작 시 소음에 한 만족상태 분포는

만족이 47.9%로 가장 높았고, 매우 만족이

12.7%, 보통이다가 22.5%로 나타났으며 불만

족은 14.8%, 매우 불만족은 2.1%로 나타나 만

족수준이 불만족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

다. 나사의 헐거움에 한 만족상태 분포는 만

족이 39.4%로 가장 높았고, 매우 만족이

19.0%, 보통이다가 17.6%로 나타났으며 불만

족과 매우 불만족은 각각 20.4%와 3.5%로 나

타나 만족이 불만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인공치아의 파절에 한 만족상태 분포는

만족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은 24.6%, 보통이다가 16.9%로 나타났으

며,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은 각각 15.5%와

3.5%로 나타나 만족이 불만족보다 월등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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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의 탈락에

한 만족상태 분포는 만족이 33.8%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은 27.5%, 보통이다

가 18.3%로 나타났으며, 불만족과 매우 불만

족은 각각 14.1%와 6.6%로 나타나 만족이 불

만족보다 월등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임플란트 보철물에 한 만족상태 분포
단위: 명(%)∙인원수142명

전반적 만족

재이용의사

권 유

심 미

발 음

기 능

인공치아

치과진료

시 간

비 용

통 증

색 상

형 태

안면형태

저작 기능

음식물 잔류

치주조직 불편

저작 시 소음

나사의 헐거움

인공치아의 파절

임플란트의 탈락

1(0.7)

0(0.0)

3(2.1)

28(19.7)

21(14.8)

1(0.7)

2(1.4)

5(3.5)

4(2.8)

4(2.8)

1(1.4)

2(1.4)

14(9.9)

1(0.7)

3(2.1)

5(3.5)

5(3.5)

9(6.6)

23(16.2)

13(9.2)

7(4.9)

44(31.0)

53(37.3)

16(11.3)

18(12.7)

12(8.5)

17(12.0)

15(10.6)

16(11.3)

27(19.0)

49(34.5)

37(26.1)

21(14.8)

29(20.4)

22(15.5)

20(14.1)

29(20.4)

56(39.4)

37(26.1)

33(23.2)

33(23.2)

47(33.1)

41(28.9)

48(33.8)

47(33.1)

65(45.8)

70(49.3)

37(26.1)

47(33.1)

46(32.4)

32(22.5)

25(17.6)

24(16.9)

26(18.3)

66(46.5)

59(41.5)

61(43.0)

33(23.2)

31(21.8)

63(44.4)

67(47.2)

62(43.7)

60(42.3)

52(32.6)

44(31.0)

59(41.5)

26(18.3)

51(35.9)

68(47.9)

56(39.4)

56(39.4)

48(33.8)

23(16.2)

14(9.9)

34(23.9)

4(2.8)

4(2.8)

15(10.6)

14(9.9)

15(10.6)

14(9.9)

6(4.2)

11(7.7)

17(12.0)

6(4.2)

7(4.9)

18(12.7)

27(19.0)

35(24.6)

39(27.5)

만 족 상 태

매우 만족만 족보 통불만족매우 불만족
구 분

4. 임플란트 보철물에 한 만족과 관련된

변수의 평균점수

임플란트 이용자들이 평가한 전반적 만족,

재이용의사 및 권유의사와 관련된 변수들의

평균값을 살펴본 것이 표 4이다. 최소값은 1점

으로 최고값은 5점으로 나타내었다. 5점에 가

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 다.

전체 응답자를 상으로 하 을 경우 치료시

간(3.83±.89)에 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친절(3.62±.65), 설명(3.53

±.84), 진료수준(3.45±.83) 등의 순서로 높

았으며 비용(2.57±1.12)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들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 다. 

진료시간, 친절, 설명, 진료수준의 만족에

한 평균점수는 다른 변수에 한 만족의 평균

점수에 비해 높았다. 비용, 통증, 저작에 한

만족도의 평균은 다른 변수에 한 만족도의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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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만족 관련변수들

의 평균점수

표 5부터 7까지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로

만족에 관련된 변수들의 평균점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결과이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발음기능과 저작

기능의 평균 점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을 뿐 다른 모든 변수들의 평균 점수

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

표 4. 임플란트 보철물에 한 만족과 관련된 변수
의 평균점수

시설∙장비

친 절

설 명

기 시간

진료 수준

홍 보

시 간

비 용

통 증

심 미

발 음

저 작

.7120

.6589

.8486

.8392

.8301

.9400

.8989

1.1256

1.0635

.7298

.7904

.5660

3.3568

3.6215

3.5387

3.2746

3.4507

3.1549

3.8310

2.5775

2.6197

3.4225

3.3451

2.7404

표 준 편 차평 균변 수

표 5. 성별 만족과 관련변수들의 평균점수 비교

시설∙장비

친 절

설 명

기시간

진료수준

홍 보

시 간

비 용

통 증

심 미

발음기능

저작기능

전반적 만족

재이용 의사

권유 의사

3.2863±.7282

3.5865±.6631

3.5705±.9107

3.2244±.8124

3.3974±.8113

3.1410±.9077

3.7564±.9000

2.6026±1.0971

2.6795±1.0256

3.3248±.6666

3.2179±.6960

2.8333±.5267

3.5085±.7162

3.4487±.8775

3.4487±.8626

3.4427±.6876

3.6641±.6565

3.5000±.7715

3.3359±.8731

3.5156±.8543

3.1719±.9849

3.9219±.8963

2.5469±1.1674

2.5469±1.1117

3.5417±.7890

3.5000±.8729

2.6272±.5951

3.6510±.7284

3.6406±.7841

3.6094±.8840

-1.306

-.696

.491

-.787

-.843

-.194

-1.092

.292

.738

-1.775

-2.143*

2.188*

-1.171

-1.092

-1.360

T 값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여 자남 자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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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령별 만족과 관련변수들의 평균점수 비교

시설∙장비

친 절

설 명

기시간

진료수준

홍 보

시 간

비 용

통 증

심 미

발음기능

저작기능

전반적 만족

재이용 의사

권유 의사

3.4545±.8367

3.9091±.6726

3.6515±.8337

3.5606±.8728

3.7879±.8200

3.3636±.9293

3.9697±8095

2.5152±1.1489

2.1818±1.0141

3.3636±.7186

3.3939±.8638

2.6407±.5189

3.7677±.8100

3.6667±.8898

3.8182±.7269

3.4023±.6323

3.6207±.7122

3.5690±.9134

3.2414±.7748

3.4138±.7800

3.2414±.7863

4.2069±.7736

2.2759±.9963

2.3448±1.0446

3.5977±.5447

3.5172±.6877

2.6404±.6620

3.6322±.7090

3.4483±.9097

3.6552±.9364

3.2396±.5880

3.5000±.6189

3.5000±.8980

3.2500±.8799

3.4375±.7594

3.0000±.9158

3.7188±.9240

2.5938±1.2144

2.6563±.9370

3.1563±.6221

3.1563±.6773

2.7366±.4843

3.3958±.6796

3.5000±.8799

3.2813±.8126

3.4881±.7986

3.5179±.6196

3.5179±.8870

3.2143±.9172

3.2500±.9280

3.1786±1.0203

3.7857±.8759

2.8214±1.2781

3.3214±1.0203

3.3810±.8151

3.3571±.8698

2.9643±.5297

3.4524±.7920

3.6429±.7800

3.3571±.9114

3.1333±.6343

3.4875±.5819

3.4000±.6806

2.9750±.5955

3.2500±.7864

2.9000±1.0712

3.3000±.9787

2.7500±.8507

2.7000±.9787

3.7500±.8844

3.3000±.8645

2.7429±.6246

3.6167±.4870

3.3500±.6708

3.4500±.9445

1.137

2.306

.303

1.682

2.147

1.059

3.598**

.994

5.620**

2.689

.846

1.605

1.355

.646

2.072

F 값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60 이상50403020

표 6은 연령별 만족과 관련변수들의 평균점

수 비교한 것으로 50 에서는 시간에 한 평

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30 에서는 통증의

평균 점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을 뿐 다른 모든 변수들의 평균 점수는 연령

간에 차이가 없었다.

**p<0.01

표 7는 학력별 만족과 관련변수들의 평균점

수 비교한 것이다.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4년제 학/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군에

서 비용에 한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 고 다른 모든 변수들의 평균 점수는 임플

란트 이용자의 학력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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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플란트 보철물에 한 전반적 만족,

재이용의사 및 권유의사와 관련변수 간

의 상관관계

임플란트 보철물에 한 전반적 만족, 재이

용 및 권유의사와의 관련변수간의 관계를 피

어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8이다.

전반적 만족에서는 친절(r=.471), 설명

(r=.461), 진료수준(r=.461), 심미(r=.416)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반

면에 통증(r=-.271), 저작(r=-.344)이 부의 상

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재이용의사에서는 심미

(r=.354), 설명(r=.334), 친절(r=.330), 진료수

준(r=.323)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

계에 있었으며 저작(r=-.132), 통증(r=-.088)

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권유의사에

서는 친절(r=.330), 진료수준(r=.320), 설명

(r=.317), 심미(r=.316) 등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통증(r=-.144), 저작(r=-.241)등

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표 7. 학력별 만족과 관련변수들의 평균점수 비교

시설∙장비

친 절

설 명

기시간

진료수준

홍 보

시 간

비 용

통 증

심 미

발음기능

저작기능

전반적 만족

재이용 의사

권유 의사

3.3681±.6781

3.5521±.5902

3.4479±.7803

3.2396±.8505

3.3333±.7810

3.0625±.8355

4.0208±.7852

2.2083±1.0510

2.6875±.9488

3.3611±.5828

3.3541±.7576

2.8125±.5798

3.4236±.7104

3.4375±.7693

3.4792±.8749

3.4167±.6567

3.4500±.6669

3.5500±.8569

3.2750±.6973

3.2500±.7164

3.2500±1.0699

3.8500±.9333

2.7500±1.2513

2.8000±1.0052

3.7000±.8300

3.6000±.7539

2.6357±.5045

3.4667±.5963

3.5000±.8885

3.6500±.8127

3.3425±.7556

3.7158±.6964

3.6027±.8974

3.3151±.8681

3.5890±.8793

3.2055±.9712

3.6849±.9410

2.7808±1.0960

2.5342±1.1557

3.3881±.7837

3.2740±.8209

2.7143±.5736

3.7078±.7473

3.6027±.8778

3.5342±.8832

.087

1.696

.477

.118

2.099

.433

2.074

4.166*

.613

1.702

1.337

.803

2.559

.572

.272

F 값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전 문 4년제 학 이상초∙중∙고등학교

*p<0.05



7. 임플란트 보철물에 한 전반적 만족,

재이용의사 및 권유의사에 향을 미치

는 변수에 한 다 변량 회귀분석

임플란트 보철물에 한 전반적 만족, 재이

용의사 및 권유의사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 즉 친절, 설명, 진료수

준, 비용, 심미, 저작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

적 다변량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

주는 것이 표 9이다. 표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전반적 만족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변수는 설명, 진료수준, 심미, 저작

등이었고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42.5%이었

으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설명이었다. 재이용

의사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는 심미, 설

명, 비용, 진료수준 등이 있었고 이들의 설명

력은 22.4%이었으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심미

다. 권유의사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

는 친절, 심미, 저작 등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들의 설명력은 17.6%이었고 가장 중요한 변수

는 친절이었다.

Ⅳ. 고 찰

국가 경제의 성장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

로 개인 건강생활에 한 기 와 의료 서비스

수준 및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치과 의료 분

야에서도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서

비스 수준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경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치과 임플란트 진료를 받은 환

자를 상으로 진료 받은 치과의 의료 서비스

및 진료에 관한 일반적 사항 그리고 전반적 만

족상태를 측정하고 권유 및 재이용의사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경 방안에 도움을

주고 환자가 만족 할 수 있는 임플란트 보철물

의 제작이 어떤 것 인지를 알기위한 방안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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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임플란트 보철물에 한 전반적 만족, 재이용
의사 및 권유의사와 관련 변수간의 피어슨 상
관관계

시설∙장비

친 절

설 명

기 시간

진료 수준

홍 보

통 증

심 미

발 음

저 작

.167*

.330**

.317**

.152

.320**

.195* 

-.144**

.316**

.210*

-.241*

.185*

.330**

.334**

.193*

.323**

.164

-.088

.354**

.211*

-.132

.380**

.471**

.461**

.251*

.461**

.293**

-.271**

.416**

.301**

-.344**

권유의사재이용의사전반적만족변 수

*P<0.05  **P<0.01

표 9. 임플란트 보철물에 한 전반적 만족, 재이용
및 권유의사에 향을 미치는 변수의 다변량
회귀분석

친 절

설 명

진료수준

비 용

심 미

저 작

R2adj =

F  =

0.243*

-

-

-

0.230*

-0.168*

0.176

11.032***

-

0.180*

0.161*

0.168*

0.263**

-

0.224

11.152***

-

0.283**

0.255**

-

0.253**

-0.256**

0.425

27.104***

권유의사재이용의사전반적만족

종속 변수 (표준화 계수 β)
독립변수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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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것이 중요하다(Donabedian, 1992; 박재

성, 1994; 조 식, 2000). 

최근 치 의학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의 개발

과 생체 적합성이 있는 새로운 소재의 임상적

용으로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 치료의 성공

률이 높아지고 있다. 치과 임플란트 보철물은

구강 안의 자연치아가 상실된 경우에 치은 등

의 연조직과 치조골 속에 치근을 신 할 수

있는 티타늄 합금(Ti6Al4Va)으로 된 인공

치물을 매식하고, 이 위에 인공치 또는 의치상

을 고정시킨 것이다. 이 티타늄 합금은 인체에

무해하고 생체친화성이 좋으며 일반 장기 이

식과는 달리 면역 거부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전악 무치악이나 부분 무치악의 문

제는 치과 임플란트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수많은 연구자들이 임상적 시도를 거듭

하여 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시도들

은 부분 성공적이지 못하 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과거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 우

리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의 성공으로부터 오

는 많은 이로움 들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김웅

철, 2004). 치과 임플란트 이용자는 누구나 다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제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인의 건강 상태, 건강 실천 행위, 내과

적 질환 등의 유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치 의학적으로는 교합 장애가 심한 경우나 흡

연, 부실한 구강 위생 관리, 악골의 양이 부족

하거나 악골의 질이 나쁜 경우 등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과 진료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선행 관련 연구룰 살펴보면 학병원 치과

환자들의 가철성 의치사용에 한 만족도 조

사 분석(류동희, 2000), 치과의원의 환자만족

향요인(이상형, 1998), 치과 병원과 의원을

이용하는 보철환자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이민경, 1999), 치과 의료기관별 환

자의 만족도 비교(김남중, 2000)등 부분이

일반적인 치료와 진료 및 가철성 의치 사용 시

만족도 조사 분석에 한 연구들이었고 치과

임플란트 이용자의 만족에 관련된 국내의 선

행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국외 연구로

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하악의 피개의치에

한 환자 만족에 관한 연구 등 주로 임플란트와

가철성 의치에 관련된 연구가 주된 것 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은 치과 임플란트란

특수한 진료로 그 표본 상이 충분하지 않고

특히 3차 진료기관인 학 부속 병원 치과란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분석 자료는

응답자의 주관적 답변 내용이므로 조사 상

자의 실제적인 만족요인을 정확히 반 했다고

볼 수 없다. 치과 임플란트 이용자의 만족 요

인에 한 국내의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이

용자의 전반적 만족도와 재이용 의사 및 권유

의사에 한 실태를 밝히고 이에 한 향 요

인을 규명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

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치과 임플란트 이용

자의 만족에 향을 미치는 다른 유의한 변수

들이 배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후속 연구에 의해 더욱 세 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조사의 설문항목 중에서 의료 서비스

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13개의 문항에 해서

는 친절에 관련된 부분에 56.5%가 만족하고

있었으며 설명에 관련된 부분에 57.4%가 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의료진

의 친절과 설명에 배전의 노력이 더해질 때 의

료 서비스에 한 만족도가 향상되리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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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임플란트 보철물에 한 전반적 만족과 관련

된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친절, 설명, 진료수

준, 심미 등의 순 이었으며 이들 요인들에

한 만족도가 클수록 전반적 만족이 커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증과 저작이 부의 상

관관계를 보 다.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전

반적 만족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설명, 저작, 진료수준, 심미 등의 순서

고 설명력은 42.5%로 나타났다. 임플란트에

한 홍보가 일반인들에게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 임플란트 진료를 받기

위한 의료진들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과 치

료계획 및 치과의사의 인지도가 만족도에 중

요한 요인이며 치료결과 등에 하여 심미적

으로 만족이 될 수 있고 통증을 감소시키고 저

작기능을 향상시킨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공하

는 것이 전반적인 만족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사한 연구인 치과의원의 환자

만족 향요인이란 선행연구(이상형 1998)에

서는 치료결과, 치과 의사의 진료기술, 진료실

편의시설, 간호사의 친절성과 숙련성, 시간적

편의성, 위치적 편의성 등에 한 만족도가 클

수록 전반적인 만족도가 유의하게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는 않았으

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임플란트 보철물에 한 재이용의사와 관련

된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심미, 설명, 친절, 진

료수준 등의 순이었으며 이들 요인들에 한

만족도가 클수록 재이용의사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만족과 같이 통증과 저작이

부의 상관관계를 보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 재이용 의사에 한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심미, 설명, 비용, 진료수준에

한 만족도가 클수록 재이용의사 커지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2.4%로 나타났다.

재이용의사에서 중요한 향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면 치료결과인 심미, 설명, 비용, 진

료수준 등에 만족하여야 재이용 할 의사가 있

다고 시사하고 있다. 비용에 하여 만족하여

야 재이용의사가 있다고 나타난 것은 임플란

트 진료수가가 고비용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 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임플

란트의 진료수가를 낮추는 방안과 국내제품의

생산도 확 되어 치과 임플란트 이용자에게

비용을 절감하여 임플란트 이용자를 확 하여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임플란트 보철물에 한 권유의사와 관련된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친절, 진료수준, 설명,

심미 등의 순이었으며 이들 요인들에 한 만

족도 가 클수록 권유의사 커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반적 만족과 같이 통증과 저작이 부의

상관관계를 보 다. 재이용 의사에 한 회귀

분석의 결과에서는 친절, 심미에 한 만족도

가 클수록 권유의사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설명력은 17.6%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보철물에 한 전반적 만족, 재이

용의사 및 권유의사 변수들 간의 관계를 피어

슨 상관관계로 분석한 결과, 권유의사는 전반

적 만족, 재이용의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전반적 만족이 커야 재

이용의사가 있고 재이용의사에 한 만족이

클수록 권유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이상형, 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임플란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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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만족 요인 중 전반적인 만족과 재이용

의사 및 권유의사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향

을 미치는 변수는 심미에 한 만족으로 이는

임플란트 이용자가 치료결과에 하여 심미적

으로 만족할 때 전반적인 만족, 재이용의사,

권유의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임

플란트 보철물의 결과로서 기 치가 높은 심

미적인 만족이 되기 위해선 진료수준을 높이

고 양질의 보철물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친절과 설명이 공통적으로 유의

한 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의료진이라는

인적 요인이 환자를 하는 태도에서 환자를

존중하고 가족같이 생각하며 환자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솔하고 성실

하게 하는 의료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 이용자의 만

족상태와 재이용 의사 및 권유의사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

여 임플란트 보철 이용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

는 방안들의 제시와 효율적인 임플란트 보철

물 제작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 되었다. 

연구 상은 서울지역 소재 2곳의 학병원

치과부에 1999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내

원한 임플란트 보철 이용자 361명이며 그 중

설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거나 자료가 불충

분한 219명을 제외한 142명을 최종 분석 상

으로 하 다. 설문내용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과 재이용의사, 권유의사, 전반적 만족 및

진료에 관한 일반적인 문항으로 구성하 다.

실증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플란트 보철물에 한 전반적 만족,

재이용 및 권유 의사와 관련된 평균 점수 분포

는 치료 시간에 한 만족도의 평균이 가장 높

았고 그 다음으로 친절, 설명, 진료 수준 등의

순서이었고 비용에 한 만족도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다.

둘째, 전반적 만족, 재이용 및 권유 의사와

관련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친절이 전반

적 만족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 으며, 심미

는 재이용 의사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 고,

친절은 권유 의사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셋째, 전반적 만족, 재이용 의사 및 권유 의

사를 종속 변수로 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설명에 한 만족도가 클수록, 심미

에 한 만족도가 클수록, 친절에 한 만족도

가 클수록 전반적 만족, 재이용 의사 및 권유

의사에 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반적 만족, 재이용 및 권유 의사간의

상관관계는 권유 의사와 재이용 의사간의 상

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임플란트 보철물의 만족에 향을 줄 수 있

는 중요한 요인들이 경쟁력 있는 병원 경 전

략에 반 되어 환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지

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수요자 중심의 진료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임플란트 보철 이용

자에게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을 할 것과 진료

수준의 질을 높이고 심미적으로 만족하도록

양질의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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