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치과위생사 관련은 법률은 1963년 7월 31일 제정된 의료보조

원법에서 시작하였으며[1], 1967년 8월 의료보조원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고, 1973년 의료보조원법이 폐지되면서, 의료기사

법으로 신규 제정되었다. 의료기사법은 1973년부터 1994년까지 

시행되었으며, 1995년 1월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다시 개정되었다[2]. 이후 2011년 11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법위가 

기존 업무(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 

이외에 임시 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제거 등으로 추가되었으며, 2015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법적 효력을 얻게 되었다[3].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일부 

진료 업무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치과위생사의 기본적인 업무 

인 진료보조 및 수술 보조 업무가 불법적인 업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법률적 개선을 재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

다[4].

우리나라의 의료기사는 각 직종별 개별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통합적인 법률에 속해 있어, 

직종별 의료기사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의료기사의 

업무 독자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권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5], 물리치료사 

직종에서는 2019년 5월 단독법이 발의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별법 제정을 요청하였다.

치과위생사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범위 및 권한의 

개정을 위해[6] 2018년 2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의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국민청원, 거리시위, 리본 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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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치과의사의 개별지지 서명 등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법안 발의 까지는 연결되지 못한 현실이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에 속하는 직종의 

전문 영역이 확연히 다름에도, 각 직역간의 업무 내용이 추상적으

로 명시되어 있어[7], 향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의료기사의 종별 업무 행위의 정의와 범위를 분명히 하여 직업 

수행에 있어 지나친 규제를 벗어난 의료기사에게 자율권을 보장

해 주는 개선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8].

또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치위생 학문이 발전되

기 전 제정된 법률로, 교육과정이 2년제에서 3년제 또는 4년제 

대학으로 확대되었으며, 관련학과의 석⋅박사가 배출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법률의 개정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한국과 법체계가 가장 비슷

한 일본의 ‘치과위생사 법’과 한국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을 중심으로 비교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범위는 한국과 일본의 치과위생사 법제도 및 업무 

권한에 따른 업무 범위를 분석하여 현행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법령 개선을 위한 접근과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를 시행하

였다. 한국, 일본의 치과위생사 법제도 비교 고찰을 위해 통계청 

및 각 기관들의 기존 연구의 분석결과를 활용하였다.

2. 연구방법

자료 수집과정에서 학위논문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

ww.riss.kr)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학술지는 학술연구

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DBpia),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NDSL),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외 논문은 Pubmed에서 논문을 검색 하였으며, 기타 정보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국가법률정보센터, 국민건강관리공단, 보

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세

계치과위생사 연맹 사이트, 법령정보사이트 등을 통해 최근 정보

를 인용하였다<Figure 1>. 치과위생사 제도 개선에 관한 문제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연구 주제로 하거나,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연구에 대하여, 국내 관련 학계와 실무분야에서 발표된 논문, 

보고서, 통계자료, 관련 사이트 및 법령 등의 문헌 자료를 대상으

로 고찰하였다.

주요 검색어로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345개, “치과위생

사”, “의료인” 38개, “일본” 18개, 국외 문헌은 “Dental hygienist”, 

“Japan” 146개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논문선정 과정을 통해 국내 

문헌 14개, 국외논문 3개의 선행연구를 정하였다<Table 1>.

III. 연구결과

1. 한국과 일본의 치과위생사 역사

한국 치과위생사 최초교육은 1965년부터 시작되었고, 1977년 

2년제 교육과정에서 1994년 3년제 교육과정으로 개편되었으며, 

2001년 4년제 교육과정이 개설되면서 치위생교육이 3, 4년제로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22년 최초의 교육이 시작되었으며, 

1 Step ─

- National Assembly Library (www.nanet.go.kr) Search

- Academic Research Information Service(www.riss.kr) Search

- Nuri Media (www.dbpia.co.kr) Search

- Korean Academy of Academic Information (www.Kiss.Kstudy.com) Search

- pubmed (https://www.ncbi.nlm.nih.gov/pubmed)Search

2 Step ─ Abstract screening

3 Step ─ Full-text articles screening

4 Step ─  Selection

<Figure 1> literature search and step-by-step literature scree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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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1년제 교육과정의 시작으로 1983년 2년제 교육과정으로 

변경되었고, 2001년 3년제, 2004년부터는 4년제 교육과정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 치과위생사 협회설립이 1977년에 이루어

졌고, 일본의 경우는 1951년 협회가 설립되었다<Table 2>.

2. 한국과 일본의 업무 권한 및 범위

한국과 일본의 치과위생사 법률 구조는 비슷하였지만, 일본의 

경우 치과위생사 단독법이 개설되어 있어, 해당 직무에 관한 

전문성 부여와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Year Title published

1 Lee SJ/2006 Job aalysis of dntal hgienists’ oal halth eucation in a crtain aea Cunganguniversity [master's thesis]

2 Shin SJ et al/2007 A sudy on the etimation of the nmber of dntal hgienist and teir pactice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3 Kim YS et al/2008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weight of dental hygienists’ work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4 Park JH et al/2010 Original articles : Dentists’ opinions for dental hygienists’ rol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5 Kim SJ/2013 A review on utilization of dental hygienist professionals
Chun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6 Choi YR et al/2016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7 Hyeong Jh et al /2007
The opinions of health care workers on the inclusion of dental hygienist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8 Lee ES et al/2018
Dental hygiene curriculum proposals to improve the ability of dental 

hygienists as medical professional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9 Ryu HG/2008
The opinions of some local clinical dental hygienists on medical personnel 

of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0 Lee DS/2018
 Problems to solve and job enlargement on the inclusion of dental hygienists 

in the category.

Gachon university

[master's thesis]

11 Jang YE/2017
Multinational comparison of dental hygienists' scope of work and authorized 

practices in public oral health.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12 Jeong HJ/2010
Current Status of Dental Hygiene and Comparison of Some Curriculums in 

Korea and Japa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 Yoon TH/2016
A Comparison of the korean and japanese medical technician’s. etc. act 

systems focusing on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ists.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14 Kim SJ et al/2016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oral health service in the elderly care 

institution

Association of Korean Dentists

Dentistry Policy Institute

15 JOHNSON, P.M/2008 Dental hygiene regulation : a glob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Dental 

Hygiene/

16 Y. Sakakibara./1997 Historical record of dental hygienists Ishiyaku Publishersinc

17 Noriko Kanazawa
Prospects and Subjects of Dental Hygienists

−Aiming at the Coordination with Medical Care and Elderly Care−

Annals of Japan Prosthodontic 

Society

<Table 1> Selected Full-text articles

Korea Japan

Education 1965 1922

Establishment of school

1977(2year course)

1994(3year course)

2001(4year course)

1949(1year course)

1983(2year course)

2001(3year course)

2004(4year course)

Legislation of a law 1971 Medical Aid Act 1948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1977 1951

<Table 2> History of Dental Hygiene in Korea and Japa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Vol. 7 No. 3 (Special issue) December 2019

80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예방업무에 한해서는 일반지도를 허용

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업무 범위로 진료보조, 

예방업무, 구강보건교육 업무가 명시되어 있었고, 고령화 사회로 

인한 인증 치과위생사 제도가 확립되어,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관

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진료업무 중 방문진료를 한 경우, 치과

진료 1개월 이내에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은 치과위생사가 단독 

재방문하여 요양지도를 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가 방문진료 한 

경우 3개월 이내 치과위생사의 요양지도가 가능하다<Table 3>.

3. 한국과 일본의 법률개정

한국의 치과위생사 관련 법은 1971년 의료보조원법에서 시작

하였으며, 1973년 의료기사법으로 변경되었고, 2011년 의료기

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업무권한이 지시 및 감독 하(1971년)에서 지도하

(1982년)로 변경되었으며. 2011년 지도아래로 변경되었다. 일본

의 경우 1948년 치과위생사법으로 시작되었고, 1955년 치과진료

보조업무가 추가되었으며, 2014년 직접지도에서 지도로 법 개정

이 이루어졌다<Table 4>.

4. 한국과 일본의 법률 비교

한국과 일본의 치과위생사 관련 법의 공통점은 법(법률)-시행

령-시행규칙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며,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와 의무기록사, 안경사를 

포함하여 8개의 직종을 하나의 법률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지만, 

일본의 경우 치과위생사법이 단독 법률로 존재하여 치과위생사

의 업무권한을 보호받고 있다<Table 5>.

Korea Japan

Revision of law

1971 Medical Aid Act

1973 Medical technician Act (Directed and supervised)

1982 Medical technician Act(Directed)

1996 Addition of radiography work

2011 Medical technician’s. Etc. Act (under supervision)

2011 Re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edical technician’s. 

Etc. Act (Classification of Dental Hygiene Work Scope)

1948 Dental Hygiene Act

1955 Add assist

2014 Revision from direct supervision to 

supervision

<Table 4> Law revisions in Korea and Japan

Korea Japan

Difference

The only one Law, including the optician, medical recorder and six medical technicians

- No chapter, Article 32

- Article 22 is related to dental hygienist

Independent Law

-Article 21

Same Composed of Act-Enforcement ordinance-Eforcement regulation

<Table 5> Law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Korea Japan

Authorized practices Direct supervision Direct supervision, General supervision

Scope of work

Removing plaque anddeposits;applying fluorides; placing temporary filling and 

fixtures; removing the temporary fixtures; making impressions of teeth; 

placing and removing orthodontic braces and wires; and performing other 

duties required to prevent teeth and oral diseases and teeth and oral hygiene. 

In such cases, dental hygienists may expose and process dental x-rays within 

a public health institution or medical institution equipped with a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 in compliance with the safety control standards referred to 

in Article 37 (1) of the Medical Service Act;

Assist Prevention oral guidance

Titl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Dental Hygienist Act

<Table 3> Scope of work and authorized practices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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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치과위생사 법제도를 비교 고찰하여 

한국의 치과위생사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시행

하였으며. 이후 치과위생사 법률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

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의 치과위생사 최초의 교육을 비교하면, 1922년 

일본에서 먼저 교육이 시행되었고, 한국은 40여년 늦은 1965년

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학의 정규과정은 한국의 경우 2년, 

일본의 경우 1년으로 일본에 비해 한국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

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정규교육의 발전을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 석⋅박사학위 과정까지 개설되어 있어, 일본에 비해 비약적

인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치과위생사 관련 법률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

료사, 치과기공사 6개의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

사를 포함한 총 8개의 직종이 모두 포함된 동일 기준으로 법이 

마련되어있다. 일본의 경우 치과위생사 단독법으로 치과위생사

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해당 직무에 관한 전문성이 보장되

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치과위생사 업무권한은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로 동일하였으나, 일본은 치과위생사가 예방업무를 실시할 때 

치과의사의 지시가 있을 시, 치과의사가 현장에 없어도 예방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치과위생사는 예방 및 진료보조 또는 보건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진료보조는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의 

독점업무로 명시되어 있지만, 보조법의 규정을 일부 해체하여 

치과위생사가 치과영역의 진료보조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방문진료를 통해 환자의 구강 내 청소 또는 유상의치

의 청소에 관련된 현장지도를 치과의사의 지도아래에 수행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10]. 일본의 치과위생사는 2014년 직접

지도에서 지도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문 진료에 관한 치과위생

사의 업무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인증

치과위생사제도를 도입하여 치과위생사의 방문구강보건업무 

범위를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11][12]. 이미 유럽과 일본의 경우 

흡인성 폐렴 등의 전신질환을 구강위생관리를 통해 예방하고 

구강기능의 회복으로 전신근력이 개선되었음을 연구를 통해 

보고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요양시설 노인에 대한 구강위

생관리의 일상적인 수준을 점점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13].

한국과 일본의 치과위생사 관련 법률의 공통점은 법(법률)-시

행령-시행규칙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6개 직종의 의료기사와 의무기

록사, 안경사를 포함한 8개의 직종을 하나의 법률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치과위생사법이 단독의 법률로 

존재하며,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권한이 보호받고 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1963년 의료보조원법에서 시작하

여, 1973년 ‘의료기사법’으로 제정되었고, 6개 직종의 법률에서 

시작되어 8개의 직종으로 증가하면서, 의료보조원법에서 명칭만 

변경될 뿐 업무범위에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률은 개정되었지만, 치과위생사가 실제 임상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범위는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의료시장의 확대와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이 만들어지면

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병원 내 단순 

진료협조의 업무 수행이 아닌 예방업무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점 부각 되고 있다[14]. 하지만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임상에서의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 인 예방업무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

고 있는 현실이다.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함은 현행 

법률 하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지만,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서는 치과의사와 협력하여 수행하고, 위험

성이 낮은 업무에 한해서는 간접지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14].

또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8개의 직종을 동일한 

기준의 법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 전문성 

측면에서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15], 미래의 의료환경변

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은 시대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문제라고 판단된다. 의료기사에 관한 

각 직종이 학문적, 임상적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의료기사

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각각의 영역의 전문성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독립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치과위생사 법제도 비교를 통해 

국내 치과위생사 법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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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및 법령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한국과 일본의 치과위생사 업무권한은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로 동일하였지만, 일본은 치과위생사가 예방업무를 실시할 때 

치과의사의 지시가 있으면 치과의사가 현장에 없더라도 예방업

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다.

한국과 일본의 치과위생사관련 법령의 공통점은 법(법률)-시

행령-시행규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차이점은 한국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8개의 직종을 하나의 법률로 구성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치과위생사법 단독으로 법률이 존재하여 업무권한

을 보호받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법제도도 제도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 단독법 개설을 통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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