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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choice of treatment 
hospital (i.e., determinants) and satisfaction with the treatment hospital, and to provide a more 
satisfactory and high-quality medical service for orthodontic patients. Method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approximately 1 month beginning in August 2017, involving patients 
who visited orthodontic dentistry clinics in Seoul and Gyeonggi-do.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results to examine factors that affected satisfaction with orthodontic 
treatment. Results: The determinant of dental clinics was 3.90 points overall; hospital 
environment and facilities were highest at 4.05, followed by dental hygienist at 3.99, and dentist 
at 3.97.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with orthodontic treatment were positively influenced 
by dentists (p<0.01), medical procedures (p<0.01) and medical expenses (p<0.01). Conclusions: 
It is important to provide comfort and convenience to patients by simplifying hospital facility 
management, reception, and reservation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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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치의학분야에서 사회경제적 급성장에 부응하여 치열 및 안모의 심미성을 추구하는 교정치료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 
치아는 음식물 저작기능을 가진 구강 내 기관으로, 저작기능 외에도 발음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의 외모

와 관련된 심미적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2]. 특히 치아는 사람의 첫인상과 외모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
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최근에는 저작기능의 개선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개선을 위하여 치과를 내원
하는 환자들이 증가되고 있으며[3], 치아에 대한 심미적 만족도가 높은 경우 삶의 질도 높게 나타난 연구 결
과도 보고되었다[4]. 치과에서 환자의 외모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치료에는 치아교정과 치아 미백, 
심미 보철치료 등이 있으며[5], 치아교정은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한 안모의 변화로 인해 관심과 수요
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외모관리에 특히 관심이 많은 20대의 연령층에서 치아교정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한편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대중매체를 통한 의료 정보의 접근이 용이해져 환자들의 병원
이용 양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병원에 대한 신뢰도와 병원의 시설, 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이 환
자가 병원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환자의 만족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
었다[6]. 환자의 이용목적을 고려하여 각각의 환자만족 영향 요인을 규명하게 되면, 이용 목적별로 차별화
된 환자만족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므로 경쟁이 심한 치과 의료시장 환경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
해서는 치아교정치료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병원 결정요인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7]. 환자의 치료병원 결정요인 및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 등[8]은 치과
를 방문하는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치과 재방문 의사가 높다고 보고한 바 있고, 정[9]은 경쟁이 심화
된 의료 시장에서 선택 다양성을 확보한 소비자들은 우선 정보력을 바탕으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자신이 만
족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치료를 위한 첫 내원에서의 만족도를 통해 그 다음 방문을 결정하거
나 주위의 다른 소비자들에게 권하게 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Cronin과 Taylor[10]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첨
단의료기술 보다 환자들이 느끼는 평가기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고, 김 등[11]은 의료서
비스의 질 이외에 병원의 시설, 병원에 대한 신뢰도와 친절성,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환자가 병원을 선택함
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병원 결정요인이나 만족도를 조사한 
논문[6,8,11,12]들은 있으나, 치과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들은 많지 않으며, 그 중에서 교정치료를 받는 환자
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들은 더욱이 내용이나 양이 많지 않고 미비하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 치료병원 결정
요인과 치료 만족도를 함께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으며, 치아교정 환자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전 연령층
이 아닌 치아교정에 관심이 많은 20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치과에 내원하는 20대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병원 결정요인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교정치과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치아교정 환자에게 보
다 만족스럽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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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S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승인번호:SHIRB-
201706-HR- 037-01)에서 연구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표본추출은 2017년 8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수
도권의 치과병원 5곳과 치과의원 15곳에 내원하는 교정치료를 진행, 또는 완료한 환자를 대상으로 단순임
의추출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는 응답자가 설문지에 응답사항을 직접 기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하도록 하고, 기재
를 돕기 원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설문사항을 묻고 대상자가 응답한 답을 설문지에 대신 기재하는 형식을 취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ower 0.95, 효과크기 0.15, 변수를 8
개로 하였을 때,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표본크기는 최소 162명이 필요하였으나, 모집단과 표본의 차
이인 표본오차를 최대한 줄이고 표본의 치우침이나 응답이 미흡한 설문지를 감안하여 300명 이상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316부 중에서 기재가 불충분한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301부를 최종분
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김 등[11]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측정 항목은 일반적 특성 5문항, 교정

관련 특성 7문항, 구강 관리 특성 5문항, 교정 치료 만족도 17문항, 치과 병원 결정요인 25문항(치과의사 5문
항, 치과위생사 5문항, 진료과정 5문항, 병원환경 및 시설 6문항, 진료비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정 치료 
만족도와 치과 병원 결정요인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각 항목의 점
수가 높을수록 치과 병원 결정 요인 및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교정 치료 만족도에 대한 Cron-
bach`s α는 0.840이었으며, 치과 병원 결정요인의 Cronbach`s α는 0.945(치과의사 0.911, 치과위생사 
0.896, 진료과정 0.844, 병원환경 및 시설 0.866, 진료비 0.818)이었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검정의 유의수준은 α=0.05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교정관련특성, 구강 관리 특성에 관한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일
반적 특성에 따른 교정치료 만족도 및 교정관련 특성 및 구강관리 특성에 따른 교정치료 만족도는 t검정
(independence t-test)과 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One-way ANOVA 후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인 
집단은 사후검정으로 Scheffe를 이용하였다. 교정환자의 치료병원 결정요인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
다. 교정치료 만족도에 영항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 중 질적변수는 더미변수로 변환하고 
입력방법을 선택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여성이 72.1%로 남성 27.9%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학력으로는 고졸이하가 68.1%로 많았으며, 대졸이상이 31.9%로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학생이 
6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사원 15.3%, 전문직 10.3%, 기타 8.9%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수입
으로는 200만원 미만이 6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299만원 미만이 22.9%, 300만원 이상이 
14.0%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로는 경기도가 69.8%, 서울이 30.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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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교정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교정 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방문목적을 다중응답으로 물어본 결과 삐뚤어진 치아

를 고르게 하기 위해가 42.8%로 가장 많았고, 정상적인 교합을 위해 18.9%, 튀어나온 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 18.2%, 벌어진 이를 모으기 위해 8.4%, 턱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 6.8%, 기타 4.9%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형태로는 치과의원이 90.0%로 많았고,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이 10.0%로 나타났다. 치료 협조도는 잘
함이 80.7%로 많았고, 보통이 19.2%로 나타났다. 교정완료 여부로는 교정치료를 완료한 대상자가 50.5%
로 교정치료 중인 대상자 49.5%보다 약간 높은 분포를 보였다. 교정치료를 완료한 경우 완료 후 경과기간으
로는 3개월 미만이 48.7%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상이 37.5%, 3-6개월 미만이 13.8%순으로 나타났다. 치
료 병원을 누가 선택해 주었냐는 문항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 가족·친척이 선택해준 경우가 48.4%로 가장 
많았고, 본인 48.1%, 다른 병의원 의료진 3.5%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선택 정보를 다중응답으로 물어본 결
과 가족·친구를 통한 정보가 60.4%로 가장 많았고, 이웃 등 주변 21.7%, 정보 없이 방문 7.5%, 대중매체 
5.8%, 다른 치과 병·의원이 4.6%순으로 나타났다.

3.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 특성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칫솔질 횟수로는 3번이 53.5%로 가장 많았고, 2번 이

하 34.9%, 4번 이상 11.6%순으로 나타났다. 칫솔질 방법으로는 알고 있다가 78.7%로 모른다 21.3%보다 높
게 나타났다. 칫솔질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 올바른 칫솔질 실천으로는 그렇다가 50.2%로 가장 많았고, 보
통이다 21.6%, 그렇지 않다 7.0%순으로 나타났다. 스케일링 경험 여부로는 예가 75.4%로 아니오 24.6% 보
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구강관리용품 사용 여부로는 예가 78.1%로 아니오 21.9%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4.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교정치료 만족도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교정치료 만족도는 <Table 4>와 같다. 교정치료 만족도는 성별에서는 여자가 

3.74±0.46,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가 3.74±0.48, 직업에서는 회사원이 3.79±0.50, 월 평균수입에서는 200
만원 미만이 3.75±0.46, 거주지에서는 서울 거주자가 3.78±0.48로 교정치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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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
Gender Male 84 27.9

Female 217 72.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05 68.1

>University graduation 96 31.9
Job Student 198 65.8

Office worker 46 15.3
Professional 31 10.3
Etc 26 8.9

Monthly income <200 190 63.1
200-299 69 22.9
≥300 42 14.0

Residence Seoul 91 30.2
Gyeonggi 210 69.8

Total 3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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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orthodontics for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
Reason for visit* To even out a crooked tooth 183 42.8

For normal occlusion 81 18.9
To get my mouth popped 78 18.2
Reposition open teeth 36 8.4
To re-position the jaw 29 6.8
Etc 21 4.9
Subtotal 428 100.0

Hospital type A dental clinic 271 90.0
University hospital and general hospital 30 10.0

Treatment cooperation Good 243 80.7
Ordinary 58 19.2

Orthodontics completed Yes 152 50.5
No 149 49.5

A period of time after orthodontics Less than 3 months 74 48.7
Less than 3-6 months 21 13.8
More than 6 months 57 37.5
Subtotal 152 50.5

Selector of the hospital*
Self-selection 164 48.1
Family members 165 48.4
Other hospital staff 12 3.5
Subtotal 341 100.0

Hospital selection information*
Family and friends 209 60.4
Nearby neighborhood 75 21.7
No information 26 7.5
Mass media 20 5.8
Different dental hospitals 16 4.6
Subtotal 346 100.0

Total 301 100.0
* multiple response

Table 3. The oral car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Characteristics Division N %
Number of brushing ≤2 105 34.9

3 161 53.5
≥4 35 11.6

How to brush teeth Know 237 78.7
I don’t know 64 21.3

Brushing practice Yes 151 50.2
Ordinary 65 21.6
No 21 7.0
Subtotal 237 78.7

Scaling experience Yes 227 75.4
No 74 24.6

Oral care products used Yes 235 78.1
No 66 21.9

Total 301 100.0



5. 교정관련 특성 및 구강관리 특성에 따른 교정치료 만족도
교정관련 특성 및 구강관리 특성에 따른 교정치료 만족도는 <Table 5>와 같다. 칫솔질 횟수에 따른 교정

치료 만족도는 3회에서 3.81±0.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회 이하 3.62±0.49, 4회 이상 3.59±0.50 순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또한 사후분석 결과, 3회와 4회 이상은 차이를 보였다. 

6. 교정환자의 치료병원 결정요인
교정환자의 치료병원 결정요인은 <Table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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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atisfaction with orthodontic trea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Mean SD t(F) p*
Gender Male 3.67 0.52 2.336 0.272

Female 3.74 0.46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74 0.48 0.141 0.337

>University graduation 3.68 0.48
Job Student 3.74 0.46 3.187 0.124

Office worker 3.79 0.50
Professional 3.47 0.43
Etc 3.71 0.58

Monthly income <200 3.75 0.46 1.222 0.269
200-299 3.65 0.49
≥300 3.70 0.53

Residence Seoul 3.78 0.48 1.397 0.163
Gyeonggi 3.69 0.48

*by the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 for three or more groups

Table 5. Orthodontic treatment satisfaction according to orthodontic characteristics and oral 
care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Mean SD t(F) p*
Hospital type A dental clinic 3.73 0.49 3.068 0.440

University hospital 
and general hospital 3.65 0.35

Treatment cooperation Good 3.73 0.50 2.435 0.473
Ordinary 3.68 0.40

Orthodontics completed Yes 3.69 0.47 -1.008 0.845
No 3.75 0.49

Number of brushing ≤2 3.62ab 0.49 6.770 0.001
3 3.81a 0.45
≥4 3.59b 0.50

How to brush teeth Know 3.74 0.47 1.377 0.965
I don’t know. 3.64 0.50

Scaling experience Yes 3.74 0.49 1.588 0.683
No 3.64 0.45

Oral hygiene products used Yes 3.74 0.46 1.783 0.076
No 3.63 0.54

*by the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 (post-test Scheffe) for three or more groups
a,b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치료병원 결정요인은 5점 만점 중 평균 3.90점으로 나타났으며, 치료병원 결정요인으로 병원 환경 및 시
설이 4.0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치과위생사 3.99점, 치과의사 3.97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병원 
결정요인으로 진료비가 3.5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7. 교정치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정치료 만족도에 영항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교정치료 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변수인 칫솔질 횟수를 가변수 처리한 후, 치료병원 결정요인인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진료과
정, 병원 환경 및 시설, 진료비를 독립변수로 하고, 교정치료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적합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7.135, p<0.001), 모형 설명력은 37.2%로 나타났다. 또
한 선정된 독립변수 중 치과의사(p<0.01), 진료과정(p<0.01), 진료비(p<0.01)는종속변수인 교정치료 만족
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가 높고, 교정 진료 과정
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교정 진료비에 만족도가 높은 경우 교정치료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총괄 및 고안
과거에 비하여 최근에는 통증이 발생해야 치과에 간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불규칙한 치열 및 안모의 이상

이나 저작기능에 대한 불편 등으로 치과에 내원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치아 교정치료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안모의 심미성을 추구하는 대중들이 증가하면서 교정치료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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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cision factors of treatment hospital for orthodontic patients
Division N Mn Mx Mean SD
Dentist 301 1.80 5.00 3.97 0.734
Dental hygienist 301 2.20 5.00 3.99 0.666
Medical course 301 1.80 5.00 3.80 0.679
Hospital environment and facilities 301 2.17 5.00 4.05 0.629
Medical expenses 301 1.00 5.00 3.59 0.770
Total 301 2.16 5.00 3.90 0.556

Table 7.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of orthodontic treatment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701 0.185 9.189     <0.001 
Number of brushing(≤2 vs ≥4) 0.003 0.078 0.003 0.041 0.967
Number of brushing(3 vs ≥4) 0.130 0.074 0.134 1.746 0.082
Dentist 0.128 0.044 0.194 2.873 0.004
Dental hygienist 0.028 0.055 0.039 0.513 0.608
Medical course 0.142 0.045 0.199 3.141 0.002
Hospital environment and facilities 0.089 0.059 0.116 1.526 0.128
Medical expenses 0.116 0.035 0.185 3.327 0.001
R2=0.395, adj.R2=0.372, F=17.135, p<0.001, DW=1.748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있는 추세이다[6,13]. 또한 치아는 사람의 첫인상과 외모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생활에 있어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치아교정을 위해 교정치과에 내원하는 사람들
이 많아지고 있다[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정환자들의 치료 병원 결정 요인과 교정치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보다 높은 환자 만족도를 얻기 위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교정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 방문목적으로는 삐뚤어진 치아를 고르게 하기 위해가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불규칙한 치아를 교정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난 김[15]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교정치료의 주된 목적은 올바른 치아 배열로 교정환자는 심미적 개선을 가장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병원형태로는 개인병원이 90.0%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정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은 치료의 특성상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대부분인데[16], 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가기 위해 시
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므로 대기시간을 고려하고, 수속이 간단하기도 한 치과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병원선택에 있어서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김[15]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노인환자들 대상으로 조사한 윤 등[17]의 연구와도 유사하였다. 따라서 병원 선택에 있
어서 환자와 많은 교류를 하는 가족과 친척 등에게 도움을 많이 얻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 특성을 살펴본 결과, 칫솔질 횟수는 3번이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일반 치과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장 등[18]의 연구에서의 72.6%와 유사하였다. 또한 교정치료 만족도에도 칫솔질 
횟수는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치열교정환자가 구강관리에 적극적이고 긍적적인 태도를 보이고, 
구강청결상태를 향상된 상태로 유지, 관리한다는 것은 교정치료를 하고자 하는 목적과 결과에 대한 기대치
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78.6%로, 장 등[18]의 연구에서의 
55.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정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서 구강건강 관리와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구강관리를 일반 환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김 등[19]은 환자들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
문에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서비스의 고객인 환자를 만족시키는 필수 요건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교정환자의 치과병원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치과병원 결정요인으로 병원환경 및 
시설이 4.05점으로 가장 높았고,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진료과정, 진료비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교정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병원의 진료시설과 치과위생사와 직원들의 친절함,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감이 
병원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진료비를 많이 고려하지 않고 병원을 결
정했다는 결과는 의외라 할 수 있는데, 교정치료를 받기로 결정한 환자들은 병원의 접근성이나 진료비 보다
는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의료진에게 진료 받을 수 있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교정치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치과의사와 교정 진료 과정 및 교정 진료비는 교
정치료 만족도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9]의 연구에서도 치과의사가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교정치료는 진료의 특성상 환자들이 오랜 기간 내원하면서 치과의사와 환
자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쉽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 치료가 끝난 후에도 꾸준히 정기 검진을 받으며 치
과를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치과의사와의 신뢰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김[15]의 연구에서도 교정 진료과정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 이는 치료의 내용이나 과정의 설명을 치과 의료진이 얼마나 이해시키는가에 따라서 만족도
가 달라지므로 적극적인 환자교육과 설명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정 등[20]의 연구에서도 진료비가 적을
수록 만족도가 높고 진료비가 낮을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나 교정 진료비는 환자의 만족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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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치아교정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병원환경과 더불어 
의료 인력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교정 진료과정을 투명하게 안내하
며, 교정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정치과 내원 환자들은 치료병원 결정요인으로 병원 환경 및 시설과 의료진
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료진들은 이러한 환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되 반드시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그에 더하여 양질의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환자들 또한 병원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치과를 선택하여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치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치과의사, 진료과정, 진료비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치과의사는 환자와의 신뢰도를 높이고 진료과정의 투명성과 적절한 진료
비 제공을 바탕으로 교정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성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전체의 의견
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치료병원 결정요인과 만족도의 변수를 더욱 구체화하여 일반
화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설문조사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더 많은 수의 병원을 선택할 필요
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에 내원하는 교정환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치료병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연구의 질을 향
상시켜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치료병원 결정요인과 치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치아교정 환자에게 

보다 만족스럽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서울 및 경기도 등에 거주하는 교정환자를 대상으로 2017년 8월부터 약 1개월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교정치과 방문목적은 삐뚤어진 치아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가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병원형태
로는 개인병원이 90.0%로 많았다. 또한 병원선택요인은 가족, 친척의 권유가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병원선택에 대한 정보는 60.4%가 가족과 친구로부터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강관리 특성을 살펴본 결과, 칫솔질 횟수는 3번이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칫솔질 방법을 알
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78.7%로 높게 나타났고, 스케일링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75.4%, 구강관리용품
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78.1%로 높게 나타났다.

3. 칫솔질 횟수에 따른 교정치료 만족도는 3회에서 3.81±0.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회 이하 3.62±0.49, 
4회 이상 3.59±0.50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4. 치과병원 결정요인으로 병원환경 및 시설이 4.0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치과위생사 3.99점, 치
과의사 3.97점 순으로 나타났다.

5. 교정치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치과의사(p<0.01), 진료과정(p<0.01), 진료비
(p<0.01)는 교정치료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교정치과 내원 환자들은 병원 결정 시 병원 환경 및 시설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병원 시설 관리와 접수 및 예약절차를 간편하게 하여 환자들에게 쾌적함과 편리함을 제공하
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교정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치과의사, 진료과정, 진료비에 영향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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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 의료진은 환자들의 더 나은 만족도를 위해서는 진료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진료비를 효율적으로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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