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Ⅰ

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민 평균 기대수명은 세이2018 , 83

며 건강수명은 세로보고되어건강하지못한상태로대부분의, 64

노년기를 보내게 된다 따라서 노년의 건강증진에 대한 지속[1].

적인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는데 전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영양 섭취이며 이를 위해 저작이 가능한 구강의 기능,

유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2].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구강건강 중 저작기능 저하는 영양

상태의불균형과치아상실로인한심미적인불편 그리고부정확,

한 발음 등 이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능력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노인의 구강건강을 증진 시킬[3].

수 있는 이에 대한 정책 수립을 권고 하였으며 특히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노인들의 의료보장을 지원하였다[4].

정부는 노인복지 종합대책 중 구강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노인의저작기능 개선을통한 삶의 질향상및 저작기능,

개선을위해틀니및임플란트의건강보험급여를시행하였다[5].

임플란트 보철물은 자연치가 상실될 경우 연조직과 치은 등의

치조골 내에서 치근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 대체재를 식립하고,

이위에인공치상및인공치를고정시키는치과보철술식이다[6].

임플란트는 가철성 또는 고정성 보철물에서 예측 될 수 있는

저작효율 및 골 흡수의 감소 및 심리적 불만족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다 임플란트의 주요 임상적 장점은 이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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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coverage increased when they were more interested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p=.002), when they highly thought that the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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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system aims to stabilize one’s family life (p=.004).

Conclusions: Through this study, dental hygienists were able to identify implant health insurance benefits and awarenes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awareness and awareness of dental health insurance benefits by dental hygienists according to the

changing dental health insurance benefi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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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부위와인접한치아의조직을파괴하지않아 비교적효과적,

이고 성공률이 높은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노령 인구 비율[8].

의 증가로 치과보철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노인 임플란트 건강

보험 급여화를 통한 임플란트의 수요도 증가하였고 노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9].

최근들어정부는지속가능한보장성확대와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 목표를 년 기준 에서 향후17 62.7%

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년부터 전70% [10]. 2014

세계 최초로 임플란트 보험급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단계적인,

확대를 통해 보장성을 높이고 있다 년 세 이상 노인[11]. 2014 , 70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작된 지 두 달 만에 당초 추계한

명 보다많은 명이건강보험에 등록된것으로조사되7,000 13,879

어 임플란트 수요자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 된다, [12].

건강보험 임플란트의 수요가 증가되고 지속적인 임플란트

건강보험보장내용이변화하는상황에서 노인임플란트건강보,

험 급여 이용률 현황 일반 성인의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13],

및 태도와건강보험 급여화 인식 등에대한 연구는이루어진[12]

바 있으나 대표적인 구강보건 전문가인 치과위생사가 이러한,

변화에 따라 얼마나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임플란.

트 건강보험 보장 내용을 인지하는 경로를 파악하고 보험급여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Ⅱ

연구대상1.

본 연구는 년 월부터 월까지 연구에 대한 설명을 모두2019 3 4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치과위생사 명을215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프로그램을. G*Power 3.1.9

활용하였고 로 설정하였다 본, Effect size 0.5, -error 0.05 .α

연구에 사용될 분석을 기준으로 가장 다수의 연구대상자 수를

요구하는 연구대상자 수를 산출에 탈락률 를 고려하여 적용10%

하였다 대상자는 편의표본추출에 의해 선택된 치과병의원에. ( )

종사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중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행 전 후 모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임상근무 경력이 년 이상인 자로 하였다4 .

연구방법2.

자료수집은직접방문및우편을통한자기기입식설문조사로

총 문항이었다 인구사회학적특성은성별 연령 최종학력 근무16 . , , ,

병원 형태 임상경력을 확인하였고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5 .

치과건강보험에 대한일반 인식도는해당문항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치과건강보험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인식을 물어보는 문항이었다 총 문항으로 구성되며. 4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점 리커트‘1= .’ ‘5= .’ 5

척도로 환산하여 평균점수를 치과건강보험 일반 인식도로 평‘ ’

가하였다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일반 인식.

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세부 인지 내용은

총 문항이었다 이중두 문항은임플란트 보험급여화실행정보7 .

를 알고 있는지 임플란트 보험급여화의 내용을 알게된 경로를,

묻는 문항이었다 나머지 문항은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5

화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 정답일 경우 점 오답일 경우 점을 부여하여 총, 1 , 0

문항에 대한 합계 점수 및 정답률을 활용하여 노인 임플란트5 ‘

건강보험 급여화 인지도를 평가하였다 합계 점수 및 정답률이’ .

높을수록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인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측정도구는 조 와 김 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14] , [15]

항을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식수.⋅

준에 관한 문항은 보건복지부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년 선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2019

받아 진행되었다(IRB No. SM-201903-008-1).

자료분석3.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IBM SPSS Statistics,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New York, USA) .

회학적특성및노인임플란트보험급여화인지경로를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활용하였다 노인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로 설정하였다.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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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Ⅲ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연구대상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연령대는 대가 가장 많았으. 20

며 명 전문대학 졸업자가 명 으로 가장(103 , 47.9%), 136 (63.3%)

많았다 근무지는 치과의원급이 가장 많았다. <Table 1>.

노인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인지 경로2.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화 정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한 대상자는 명 중 명 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215 213 (99.1%).

인지 경로를 확인해 보았다.

가장많은 대상자가 학회 협회 대학 근무기관등에서 정보를, ,

얻고 있었고 명 친구 선후배 등의 전문가가 명200 (93.9%), , 11

가족 친지 친구 등 주변인비전문가은 명 이었다(5.2%), , , ( ) 0 (0%) .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일반 인식도 문항별 평균3.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일반적 인식도를 알아보는 문항을 점4 5

척도로 하여평균을 확인하였다 평균 인식도는 점<Table 2>. 2.24

이었다 인식도가 가장 높았던 문항은 현행 치과건강보험은. ‘

국민구강건강을 위하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문항으로.’

점 이었다 인식도가 가장 낮았던 문항은 치과 치료에 있어2.82 . ‘

건강보험은 필요한 제도이다라는 문항으로 점이었다’ 1.56 .

임플란트 보험급여화 세부 인지도 정답률4.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화 세부 인지도를 알아보는 문항을5

각 점으로 하였을 때 평균점수는 점 이었다 정답률1 , 4.01±0.82 .

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노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 개수에 대한‘ ’

문항이었다 년 월 기준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99.1%). ‘2018 11

화의적용대상나이에관한문항과 노인임플란트시술비용에’ ‘

서 본인부담률에 관한 문항 모두 정답률이 이상으로 매우’ 90%

높았다 반면 노인 임플란트의 보철물의 기공 수가 보험급여. , ‘ ’, ‘

가 적용된 부분틀니를 제작한 하악또는 상악에 치과 임플란트( )

를시술하는경우보험급여가가능한가에대한문항의정답률은’

각각 와 로 낮았다47.9% 59.2% <Table 3>.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 세부인지도에 영향을 미5.

치는 요인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화 세부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하기 위해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화 세부인지도를 종속

변수로 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반인식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단계선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Table 4>.

전체 설명력은 이었고 일반인식도 문항 중 평소 국민건강13.1% ‘

보험에 관심이 많을수록(β 현행 치과건강보험=.204, p=.002)’, ‘

이 국민구강건강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β 현행 치과건강보험이 가정생활을 안정시=-.287, p=.000)’, ‘

키는 제도라고 생각할수록(β 노인 임플란트=.203, p=.004)’

Item M SD

I'm very interested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2.50 .88

Health insurance is a necessary system for dental treatment. 1.56 .65

The current dental insurance is being done properly for people oral health. 2.82 .95

Current dental health insurance is a beneficial system for stabilizing family life. 2.07 .87

Overall 2.24 .49

<Table 2> The mean score according to each general awareness of dental health insurance

Classification Categories N (%)

Age

20-29 103 (47.9)

30-39 97 (45.1)

40-49 13 (6.0)

50≤ 2 (0.9)

Education

College 136 (63.3)

University 68 (31.6)

Graduate school 11 (5.1)

Working place

Dental clinic 129 (60.0)

Dental hospital 65 (30.2)

General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10 (4.7)

etc. 11 (5.1)

Working

experience(year)

4-6 108 (50.2)

7≤ 107 (49.8)

Total 215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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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화 인식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찰.Ⅳ

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세 이상 노인의 외래2019 65

다발생 질병 순위별 현황에 따르면 치은염및 치주질환이 위를1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16].

만성질환인고혈압 당뇨보다높은순위이다 우리나라가 년, . 2015

기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노인에게 발생되는 다양한

질병 중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이다 이에 국가에서는.

년 구강건강보험보장성강화의일환으로 세이상노인을2014 , 75

대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고 년 만 세2016 65

이상으로 확대적용 하여 건강보험 대상을 크게 늘렸다[11]. 실제

로급여화가처음시작된 년부터전체노인인구의치과임플2014

란트 급여 이용률이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다 치과위생사는[13].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 속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업군

중 하나이다 따라서 치과의료 현장 속 치과위생사의 현황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

통해 치과위생사들이 현재 치과건강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는지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노인임플란트보험급여에 대해어떠한경로로알게되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서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학회 협회 대학90% , ,

근무기관등에서정보를얻고있다고응답하였다 이러한결과는.

대상은 다르지만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

여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연구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1] .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의료기사‘ 20 ’, ‘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거하여 매년 시간 이상11 ’ 8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

요구도를 확인해 본 연구 에서는 의료보험청구에 대한 주제[17] ‘ ’

로 보수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치과위생사는새로운치과지식을학회 협회등에서얻고있으며, ,

학회및협회에서얻고자하는치과지식의분야또한 의료보험‘

청구 분야 이었다 이처럼 치과위생사의 학회 협회 등에 대한’ . ,

신뢰도 및 활용이 높은 만큼 향후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에,

대해 변화되는 사항이나 추가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학회 협회 등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 .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화 세부인지도 평균은 점 만점에5

점이었다 전반적으로높은점수였다 그러나문항을세부적4.01 . .

으로 비교해본 결과 정답률이 이상으로 높았던 문항들은, 90%

노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 개수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

가능 나이 노인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본인부담률 과 같이’, ‘ ’

보험 급여 내용 중에서도 보험급여 관련 안내 문구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문항이었다 반면 노인 임플란트의. , ‘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3.392 .347 9.785 .000

G.R*_1 .189 .061 .204 3.121 .002

G.R_3 -.243 .059 -.287 -4.108 .000

G.R_4 .190 .064 .203 2.952 .004

F(p)=11.580(.000), Adjusted R2=.131, DW=1.143

*
G.R: General recognition of dental health insurance, G.R_1; I’m very interested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G.R_2: The current dental insurance is being

done properly for people oral health. G.R_3: Current dental health insurance is a beneficial system for stabilizing family life.

<Table 4> Factors affecting recognition about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Dental implant

Individual question % of correct answers

What is the insurance coverage for an elderly implant? 99.1

As of November 2018, what is the eligible age for Implant Insurance Payments? 98.6

What is your personal burden ratio when insurance is applied to the cost of treating an elderly implant? 97.2

If dental implants are performed on the mandibular mandible(or mandible) produced by the insurance benefit? 59.2

What is the preexisting price of the implant prosthesis(PFM) that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announced? 47.9

<Table 3>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of recognition about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Dental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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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물의 기공 수가 보험급여가 적용된 부분틀니를 제작한’, ‘

하악또는 상악에 치과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

가능한가에대한 문항의 정답률은낮은 편이었다 노인임플란트’ .

건강보험 급여화와 유사한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지식을 평가했던 류 의 연구에서도 적[4]

용대상이나 적용방법과 같이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건강보

험공단의다양한홍보를통해쉽게인지하고있는반면 산정범위,

나 기타 변수가 있는 경우와 같이 더욱 세부적인 내용이 적용될

경우 정답률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노인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나이가 몇 세인.

지 개수는 몇 개 인지 등과 같은 비교적 표면적인 조건은 일반,

환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로 환자의 구강상태는 모두 다르고 보험급여 세부 조건들

또한상이하다 치과현장에서보험청구를담당하는치과위생사.

가보험급여에대한지식이부족할경우다양한혼란을야기하고

이는 의료진과 환자와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18].

치과 의료진들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세

부적인 보험 급여 지침을 숙지하여 치과건강보험진료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여 양질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치과건강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일반 인식도

평균을 확인해 본 결과 전체 평균은 점으로 척도 점, 2.24 ‘2 :

그렇지 않음과 점 보통이다의 중간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다’ ‘3 : ’ .

문항별로 인식도가 가장 높았던 문항은 현행 치과건강보험은‘

국민구강건강을 위하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문항이었.’

다 해당문항점수는 점이었지만전체평균점수와마찬가지. 2.82

로 척도에비추어보았을때 점수 자체는 높지 않았다 인식도가.

가장낮았던문항은 치과치료에있어건강보험은필요한제도이‘

다라는 문항으로 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중회귀분석을’ 1.56 .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 국민건강보험에 관심이 많을. ‘

수록 현행 치과건강보험이 국민구강건강을 위하여 이루어지’, ‘

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현행 치과건강보험이 가정생활을’, ‘

안정시키는 제도라고 생각할수록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화’

인식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현직 치과위생사는 치과건강보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치과건강보험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었다 치과건강보험 제도.

및현황에대해서잘숙지하고있다는것은실제로임상현장에서

관련업무를수행할가능성이많으며 이러한환경에노출될수록,

현상에 대한 관심증가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도 함께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실제로 보험 적용을

받는 노인들의 요구도에 맞추어 이들의 구강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치과 의료진의 구강계속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정책

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치과건강보험 급여는 년을[19]. 2013

기준으로과거의치료중심에서벗어나예방치과진료항목인실런

트 지각과민처치를 위한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으로 확대되며, ,

예방의중요성을인식하는사회제도로의변화를보이고있다[20].

그러나 현재 치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진료항목에

임플란트 및 틀니까지 확대가 되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노인인

구가 많아짐에 따라 치아 상실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한

사회제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치과건강보험 보장성이. ,

강화되어 그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은 치과건강보험 실무를 담당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에게 해당 보험 제도에 대한 새로운 지식

습득과 청구 업무 보험내용에 대한 환자 교육 동의서 작성, ,

등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증가시키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치과위생사는 치과 의료진으로서 국민의 구강건. ,

강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임상에서의 업무수행 활성

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개인만의 책임과 업무로 느껴질수록 진료 현장에 대한 불만과

비판적 시각이조성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치과건강보험에.

대한치과위생사의관심과인식은그방향이부정적인지 긍정적인,

지에따라실제로임상에서행동하고이러한변화를숙지하려는

노력 등의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를포함한치과의료진의진료현장에대한다양한지원

이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일부치과위생사에대해한정적으로이루어진연구

이므로 연구의 결과를 전체 치과위생사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

가있다 임플란트건강보험적용에대해치과위생사를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 대하여 이전

연구들과 비교 및 고찰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더불어 임플란. ,

트 보험 급여화에 대한 세부 인지도를 확인하는 문항수가 다소

적었고 다양한 변수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치과 건강보험 급여 지침을 치과위생사가

더욱빠르고효과적이게숙지할수있도록하는방법을모색하고

치과위생사가 현행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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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Ⅴ

본연구는임상치과위생사의노인 임플란트보험급여에대한

인지도를 평가하고 이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년2019

월부터 월까지 현직 치과위생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3 4 215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일반 인식도는 평균 점으로 낮은1. 2.24

편이었다.

노인임플란트보험급여화에대한인식도평균점수는2. 4.01±0.82

점이었다 노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 개수에 대한 문항의. ‘ ’

정답률이가장높았고 노인임플란트의보철물의기(99.1%), ‘

공 수가에 대한 문항의 정답률이 가장 낮았다’ (47.9%).

일반인식도문항중 평소국민건강보험에관심이많을수록3. ‘

(β 현행치과건강보험이국민구강건강을위=.204, p=.002)’, ‘

하여이루어지고있지않다고생각할수록(β=-.287, p=.000)’,

현행 치과건강보험이 가정생활을 안정시키는 제도라고‘

생각할수록(β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화=.203, p=.004)’

인식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임플란트 건강보험급여

인지및인식도를파악할수있었고향후변화하는치과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치과 건강보험 급여 내용 인지 및

인식 개선에 대한 기초자료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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