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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10조 2,973억원

(2016년 3분기－9조 4,552억원), 요양병원 포함 병원급이 8조 

6,817억원(2016년 3분기－7조 9,114억 원), 상급종합병원이 8

조 5,736억 원(2016년 3분기－7조 8,033억원)에 달하나, 치과

의원은 2조 8,617억원(2016년 3분기－2조 4,024억원), 치과병

원은 1,912억원(2016년 3분기－1,504억원)으로 치과 요양급여

비용은 총 3조 52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0대 외래 질환 가운데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가 

1253만 828명으로 2위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외래 다빈도 질

병 중 전년 대비 요양급여 비용의 증감률이 15.7%(2016년 3

분기－8,182억원, 2017년 3분기－9,464억원)로 가장 높았다. 

충치로 불리는 치아우식증은 474만 9,720명으로 7위이며, 전

년 대비 요양급여 비용의 증감률은 8.6%로 조사되었다. 즉, 

질병별 진료인원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외래 진료를 받은 질

환 10가지 중 치과질환이 2가지나 포함되었으며, 특히, 치은

염 및 치주질환은 2위로 매우 높은 순위로 조사되었고, 치아

우식증도 7위로 선정되며 해마다 계속하여 환자수가 증가하

고 있음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1].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의 치과질환 유병률은 매우 높은 수

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치과의료 서비스 보장률

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도 건강

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

률 추이는 2013년 62.0%, 2014년 63.2%, 2015년 63.4%이며, 

2015년도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61.8%, 종합병원 61.7%, 일반병원 50.0%, 요양병원 74.1%, 

의원 65.5%, 한방병원 35.3%, 한의원 47.2%, 치과병원 

19.8%, 치과의원 31.9%, 약국 69.1%로 이는 요양기관의 평균 

보장률 63.4%(2015년 기준)에 비해 치과의료서비스 보장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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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2].

따라서 낮은 치과의료서비스의 보장률 개선에 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

원에서의 노력으로 2017년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증감률이 

의원은 8.91% , 요양병원 포함 병원급이 9.74%, 상급종합병

원이 9.87%의 증가되었으나, 치과의원은 19.12%, 치과병원은 

27.19%로 증가되어 2016년 3분기 대비 요양급여비용 증감률

은 치과병원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적인 차원에서의 움직임에도 여전히 국민 1인당 치과질환 본

인부담금은 2017년 3분기 기준 치과의원은 64.03%, 치과병원

은 58.8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1][3].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은 치과의료 소비자들에게 상

대적으로 높은 진료비 부담을 주고 있으며, 국민의 70%가 치

과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4][5][6][7], 실제로 치과치료의 미충족 의

료 경험률은 24.0%로 일반진료(21.5%)보다 높으며, 치과치료

를 받지 못한 사람의 절반 이상(55.3%)이 경제적 이유, 치료

비 부담 때문이라고 조사된 연구도 다수 있다[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비자들은 민간치과의료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그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민

간의료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입이 늦은 민간치과의료보

험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지역의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민간치과의료보험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하여 민간치과의

료보험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Ⅱ.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치과 병 ᐧ 의원 중 설문조사 협조

가 가능한 10개의 치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설문조사는 연구대상 치과 병·의원을 내원한 만 20세 

이상의 불특정 다수 성인 환자 중 본 연구 설문에 동의한 

5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1개 치과 병 · 의원에서의 조사 대상자 수는 최소 30

명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자료 수집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설문지를 참

고[9][10][11][12][13]하여 개발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설문지

는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임상연구심사위원회(IRB승인번호; 

MC12QASI0057)의 심의를 거쳐 조사도구로 채택하였다. 

예비 조사 시 10개의 연구대상 치과 병·의원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조

사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본 조사 시 각 치과 병·

의원의 직원들이 환자들에게 설문 시작 전 간단한 설명 후 

자기 기입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 작성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점검하고 보완하였기에 불성실한 답으로 인하여 제

외된 응답은 없었다. 본 조사의 설문조사기간은 2017년 6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 분석 방법은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

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종속변수

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범주형 변수

에는 카이제곱 검정을, 연속형 변수(연령, 최근 1년 간 치과

의료기관 방문 횟수)는 t－test 검정을 실시하였다. 단변량 분

석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하게 조사된 변수만을 가지

고 민간치과의료보험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 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TATA 9.1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 ᐧ사회적 특성

조사 대상자 540명의 인구ᐧ사회적 특성은 <Table 1>과 같

다. 여성의 비율이 전체의 61.8%였으며, 평균연령은 42.1세이

다. 결혼상태는 기혼자가 66.8%, 교육수준은 재학생 포함 대

학교 졸업 이상자가 64.6%, 거주지는 68.7%가 서울로 가장 

많았다. 직업별 분포에서는 기타가 35.7%로 가장 많았고,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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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가구소득은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가 34.6%로 가

장 많았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2. 의료이용 관련특성

조사 대상자의 의료 이용 관련 특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52.5%로 가장 많았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한 비율은 53.2%로 조사되어 응답자의 과반수가 가입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 민간치과의료보험의 가입률은 

17.4%에 불과해 현저히 낮은 가입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Medical－related characteristics 

3. 민간치과의료보험의 인식정도

민간치과의료보험의 인식 정도는 <Table 3>과 같다. 민간

치과의료보험의 인식도 조사에서는 ‘잘 모른다’/‘잘 안다’의 

응답 비율이 37.2%로 동일하게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 거주지, 월 평균 가구소득, 국

민건강보험 만족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상태, 민간치과의료보

험 가입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흡연, 

최근 1년 간 치과방문횟수이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민간치과의료보험의 인식정도를 살

펴보면, 30대에서 ‘잘 안다’군의 비율이 32.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거주지에서는 ‘서울지역’ 군에서는 35.6%가 ‘잘 

안다’고 응답하였고, ‘서울 외 지역’ 군에서는 40.8%가 ‘잘 

안다’고 응답하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200만 원 이상 ~ 

400만 원 이하’의 군에서 민간치과의료보험의 인식률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국민건강보험 만족도에서는 ‘보통이다’ 라

고 응답한 군에서 46.8%로 가장 높았다. 민간의료보험에 가

입한 군에서는 민간치과의료보험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

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군

에서는 52.6%에서 ‘잘 안다’고 응답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

가 ‘좋다’고 응답한 군에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서는 ‘보

통이다’라고 응답한 군에서 민간치과의료보험의 인식률이 가

장 높게 조사되었다. 흡연은 ‘가끔 흡연’ 군에서 63.0%, 최근 

1년간 치과의료기관 평균 방문횟수가 ‘5~9회’ 군에서 48.5%

로 민간치과의료보험의 인식률이 가장 높았다.

Variable Categories N %

Gender
Male 206  38.2

Female 334  61.8

Age

20－29 113     20.9

30－39 147     27.2

40－49 121     22.4

50－59  95     17.5

 60≤  64     11.8

Marriage condition
SingleᐧDivorceᐧBereavement 179  33.2

Married 361     66.8

Level of education
Under high school 191  35.4

Above university graduation 349     64.6

Residence
Seoul 371    68.7

etc 169    31.3

Type of occupation

Profession 114  21.1

Office manager  83  15.3

Service  81  15.0

Self－employment  69  12.7

etc 193  35.7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200 122     22.5

200≤400 187     34.6

400≤600 123     22.7

  600≤ 108    20.0

Total 540 100.0

Variable Categories Frequency Percentage

National health insuranc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81     15.0

Usually 283   52.5

Satisfaction 176     32.5

Private medical insurance 
Non－join 253  46.8

Join 287  53.2

Private dental insurance
Non－join 446  82.6

Join  94  17.4

Total 5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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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cognition of the private dental insurance N(%)

Variable Categories Total Don’t know Average Know well p－value

Gender
Male 206(38.2)   71(35.3)  49(35.5)  86(42.8)

 0.232
Female 334(61.8) 130(64.7)  89(64.5) 115(57.2)

Age

20－29 113(20.9)  48(23.9)  27(19.6)   38(18.9)

 0.008**

30－39 147(27.2)  39(19.4)  42(30.4)  66(32.8)

40－49 121(22.4)  48(23.9)  29(21.0)  44(21.9)

50－59  95(17.5)  31(15.4)  31(22.5)  33(16.4)

 60≤  64(11.8)  35(17.4)   9(6.5)  20(10.0)

Marriage condition
Single ᐧBereavement 179(33.2)  72(35.8)  48(34.8)  59(29.4)

 0.346
Married 361(66.8) 129(64.2)  90(65.2) 142(70.6)

Level of education
Under high school 191(35.3)  70(34.8)  51(36.9)  70(34.8)

 0.903
Above university graduation 349(64.6) 131(65.2)  87(63.1) 131(65.2)

Residence
Seoul 371(68.7) 132(65.7) 107(77.5) 132(65.7)

 0.035**
etc 169(31.3)  69(34.3)  31(22.5)  69(34.3)

Type of occupation

Profession 114(21.1)  55(27.4)  22(15.9)  37(18.4)  

 0.122

Office manager  83(15.3)  25(12.4)  26(18.8)  32(15.9)

Service  81(15.0)  25(12.4)  22(15.9)  34(16.9)

Self－employment  69(12.7)  26(12.9)  13(9.4)  30(14.9)

etc 193(35.7)  70(34.9)  55(39.9)  68(33.9)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200 122(22.5)  60(29.9)  30(21.7)  32(15.9) 

 0.010**
200－400 187(34.6)  55(27.4)  57(41.3)  75(37.3)

400－600 123(22.7)  42(20.9)  28(20.3)  53(26.4)

  600≤ 108(20.0)  44(21.8)  23(16.7)  41(20.4)

National health 

insuranc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81(15.0)  38(18.9)   17(12.3)  26(12.9)

 0.015**Usually 283(52.4) 105(52.2)  84(60.9)  94(46.8)

Satisfaction 176(32.5)  58(28.9)  37(26.8)  81(40.3)

Private medical insurance 
Non－join 253(46.8)  81(40.3)  65(47.1) 133(66.2)

 0.000*
Join 287(53.1) 120(59.7)  73(52.9)  68(33.8)

Private dental insurance
Non－join 446(82.5) 200(99.5) 116(84.1) 130(64.7)

 0.000*
Join  94(17.5)   1(0.5)  22(15.9)  71(35.3)

Health condition

Poor   56(10.4)  24(11.9)  15(10.9)  17(8.5) 

 0.039**Average 245(45.4) 102(50.7)  65(47.1)  78(38.8)

Good 239(44.2)  75(37.4)  58(42.0) 106(52.7)

Oral health condition

Poor  187(34.6)  77(38.3)  54(39.2)  56(27.9)

 0.002**Average 233(43.1)  89(44.3)  62(44.9)  82(40.8)

Good 120(22.2)  35(17.4)  22(15.9)  63(31.3)

Chronic disease
None 431(79.8) 156(77.6) 110(79.7) 165(82.1)

 0.535
Have 109(20.1)  45(22.4)  28(20.3)  36(17.9)

Health check－up
Un－checked 214(39.6)  88(43.8)  56(40.6)  70(34.8)

 0.179
Checked 326(60.3) 113(56.2)  82(59.4) 131(65.2)

Drinking

One year free drinking 127(23.5)  46(22.9)  36(26.1)  45(22.3) 

 0.871
1 month or less 153(28.3)  61(30.3)  36(26.1)  56(27.9)

2 ~ 4 times a month 163(30.1)  58(28.9)  45(32.6)  60(29.9)

More than once a week  97(17.9)  36(17.9)  21(15.2)  40(19.9)

Smoking

Non－smoking 340(62.9) 129(64.2) 100(72.5) 111(55.2) 

 0.001*
Smoking in the past  53(9.8)   23(11.4)  12(8.7)  18(9.0)

Sometimes smoking  54(10.0)  12(6.0)   8(5.8)  34(16.9)

Daily smoking  93(17.2)  37(18.4)  18(13.0)  38(18.9)

Routine exercise
Non－exercise 289(53.5) 119(59.2)  69(50) 101(50.2)

 0.125
Exercise 251(46.4)  82(40.8)  69(50) 100(49.8)

Dental visits

＜5 times 329(60.9) 139(69.2)  86(62.3)  104(51.7)

 0.004**5 times － 9 times 134(24.8)  34(16.9)  35(25.4)  65(32.3)

≥10 times  77(14.2)  28(13.9)  17(12.3)  32(15.0)

Total 540(100.0) 201(37.2) 138(25.6) 201(37.2)

*p＜0.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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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치과의료보험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항로지스틱 분석으로 민간치과의료보험의 인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이때 종속변수는 민간치과의

료보험의 인식도로 설정하여 ‘잘 모른다’군을 기준(reference)

으로 분석하였고, 독립변수는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

인 연령, 거주지, 월 평균 가구소득, 국민건강보험 만족도, 민

간의료보험 가입상태,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상태, 주관적 건

강상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흡연, 최근 1년 간 치과방문횟

수로 설정하여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연령은 60세 이상에 비해 민간치과의료보험을 ‘보통’으로 

인식할 확률이 20대에서는 4.49배, 30대에서는 7.64배, 40대

에서는 3.51배, 50대에서는 5.67배 높게 조사되었고, ‘잘 안

다’로 인식할 확률은 20대에서 2.25배, 30대에서는 4.09배, 40

대에서는 1.41배, 50대에서는 2.11배로 조사되어 모든 연령층 

중 특히 30대에서 민간치과의료보험의 인식률이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200만 원 이하 군에 비

해 200만 원 이상 ~ 400만 원 이하 군에서 민간치과의료보험

을 ‘잘 안다’고 인식한 확률이 2.27배 높게 조사되었다. 국민

건강보험 만족도에서는 ‘불만족’으로 답한 군에 비해 ‘만족’

으로 답한 군에서 민간치과의료보험을 ‘잘 안다’고 인식한 확

률이 2.56배 더 높았으며, 민간의료보험 ‘비 가입’ 군에 비해 

‘가입’ 군에서 1.99배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민간치과의료보

험 ‘비 가입’ 군에 비해 ‘가입’ 군에서 민간치과의료보험 인

식을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확률은 0.02배 낮았으며, ‘잘 안

다’라고 응답한 확률은 0.01배 더 낮게 조사되어 실제 보험 

가입 시 보험 상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채로 가입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

답한 군에 비해 ‘좋다’고 응답한 군에서 2.98배 민간치과의료

보험을 ‘잘 안다’고 응답하였으며, 비 흡연자에 비해 매일 흡

연하는 군의 경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0.40배 낮게 

조사되었다. 최근 1년 간 5~9회 치과 의료기관을 방문한 군

이 4회 이하로 방문한 군보다 민간치과의료보험을 ‘잘 안다’

고 인식한 확률이 1.95배 더 높게 조사되었다. 

<Table 4>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the private dental 

insurance 

Variable Categories
Average

Odds ratio (95% CI)

Know well

Odds ratio (95% CI)

Age

 ≥60 1 1

20－29 4.49(1.41－14.25) 2.25(0.79－6.37)

30－39 7.64(2.72－21.41) 4.09(1.66－10.09)

40－49 3.51(1.29－9.55) 1.41(0.58－3.38)

50－59 5.67(2.15－14.93) 2.11(0.88－5.03)

Residence
Seoul 1 1

etc 0.59(0.34－1.02) 1.11(0.67－1.85)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200 1 1

200－400 1.77(0.90－3.46) 2.27(1.13－4.57)

400－600 1.12(0.52－2.39) 1.93(0.88－4.20)

  600≤ 0.96(0.43－2.15) 1.43(0.63－3.22)

National health 

insuranc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1 1

Usually 1.92(0.91－4.06) 1.65(0.78－3.49)

Satisfaction 1.56(0.69－3.51) 2.56(1.17－5.58)

Private medical 

insurance 

Non－join 1 1

Join 1.31(0.78－2.20) 1.99(1.19－3.34)

Private dental 

insurance

Non－join 1 1

Join 0.02(0.00－0.21) 0.01(0.00－0.08)

Health 

condition

Poor  1 1

Average 0.91(0.38－2.21) 1.13(0.44－2.85)

Good 1.00(0.39－2.51) 1.54(0.59－4.05)

Oral health

condition

Poor  1 1

Average 0.95(0.54－1.69) 1.23(0.68－2.20)

Good 1.04(0.47－2.29) 2.98(1.41－6.29)

Smoking

Non－smoking 1 1

Smoking in the 

past
0.43(0.16－1.10) 0.55(0.21－1.43)

Sometimes 

smoking
0.69(0.23－2.00) 2.25(0.90－5.63)

Daily smoking 0.40(0.16－0.97) 0.95(0.40－2.24)

Dental visits

 ˂5 times 1 1

5 times－9 times 1.42(0.75－2.67) 1.95(1.06－3.58)

≥10 times 0.76(0.35－1.64) 0.99(0.46－2.15)

Number of observation   =   540  

              LR  (68)   =   226.92 

              Pseudo    =   0.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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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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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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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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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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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결론

본 연구는 서울 · 경기지역 치과 병 · 의원 10개 기관에 내원

한 환자 54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

하여 2017년 6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2개월에 걸쳐 조사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민간치과의료보험에 대한 전체 대상자들의 인식도는 ‘잘 

안다’와 ‘잘 모른다’가 37.2%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으며, 

민간치과의료보험은 2008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민간의

료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도가 현저히 낮은 편이다. 

2. 민간치과의료보험에 대한 인식도는 연령대로는 젊고 사회

적 활동이 활발한 30대에서 인식도가 가장 높았으며 기혼

과 고학력자일수록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월수입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와 구강환경상태

가 양호한 그룹에서 인식도가 높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5).

3. 민간치과의료보험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변량 

분석한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변수는 연령, 거주

지, 월 평균 가구소득, 국민건강보험 만족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상태,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흡연, 최근 1년 간 치과방문횟수로 

나타났다.

4.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된 연령, 거주지, 월 

평균 가구소득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민간치과의료보

험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을 확인하고자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간치과의료보험에 

대해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세 이상에 비해 30대에

서 4.09배 더 높았으며, 월 평균 가구 소득은 200만 원 이

하 군에 비해 200만 원 이상 ~ 400만 원 이하 군에서 2.27

배 높았고, 국민건강보험 불만족 군에 비해 만족한다고 응

답한 군에서 2.56배 높았으며, 민간의료보험 비 가입자에 

비해 가입자에서 1.99배 높게 조사되었다. 주관적 구강건

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군에 비해 ‘좋다’고 응답한 군

에서 2.98배 더 민간치과의료보험을 ‘잘 안다’고 응답하였

으며, 최근 1년 간 5~9회 치과 의료기관을 방문한 군이 4

회 이하로 방문한 군보다 민간치과의료보험을 ‘잘 안다’고 

인식한 확률이 1.95배 더 높게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민간치과의료보험은 민간의료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도가 낮은 편이나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민간치과의료보험에 대한 다양한 관

점에서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민간치과의료보험

의 가입률과 치과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주시하고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 적절한 대응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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