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2013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는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원회를 개최하고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2013년 7월부터 적용했다. 이전에는 추가적인 

치주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에만 보험적

용이 가능했으나, 2013년 7월부터는 후속 처치가 없이 치석제거

만으로도 치료가 종결되는 치석제거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1]. 이에 따라 기존 보험수가인 42,920원의 75% 

수준인, 32,310원으로 책정되었고, 환자의 경우 30%인 9,600원

으로, 진찰료를 포함해 13,000원 정도만 부담할 수 있게 되었다

[2]. 치석제거만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연 1회 전악 치석제거에 

대해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급여가 시행되었고 그 후 

2017년 7월부터 만 19세 이상으로 급여 대상이 확대되었다[3]. 

예방목적의 치석제거가 급여화 되기 전의 비급여 치석제거는 

평균 5만원 수준이었지만 보험이 적용 되어 환자 본인부담금이 

낮아졌다[4]. 치석제거 급여정책은 구강보건정책에 있어 예방적 

치과의료 급여정책으로의 전환 및 국민건강보험의 목표를 치과

의료이용 접근성 개선으로 설정하여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여 

큰 의미를 가지며, 기존 비급여였던 예방적 치석제거 시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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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화하여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낮추어 의료수요량을 증가시

킬 수 있다[5].

건강보험수가는 의료행위와 비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

단과 요양기관협의회의 계약으로 정해지거나, 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된 

가격이다[7]. 건강보험수가는 의료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작

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므로 경쟁시장에서의 가격과 

상이하다. 가격 변화요인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가격의 유연성이 

없고, 시장의 조건에 따라 동시에 여러 가격이 존재할 수 있는 

다양성이 없다. 경쟁시장에서 가격이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

화할 수 있는 반면에 건강보험 수가는 효율성 극대화에 한계가 

있는 가격이다. 모든 의료의 서비스가 경쟁시장에 속하지는 않으

므로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가격이 

시장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 수가는 현재의 결정체계 하에서 일정 부분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7]. 

치석제거가 급여화가 된 후 조[6], 이[16] 등 기존 선행연구에

서는 스케일링 보험 급여에 관련된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조사가 

대부분이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치과의료소비자의 치석제거 

급여화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도 치석제거 

급여화로 인해 건강보험 치석제거를 수진하는 진료인원과 총 

진료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6]. 이[10], 주[11], 지[15]의 

선행연구에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치석제거의 인식

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있었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치석제거 비용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인식과 관련된 조사는 미비

한 실정이다. 

치과위생사는 예방치과처치자로서 치주질환 및 충치의 예방

을 위하여 치석제거와 치태조절,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 구강

관리용품 사용법 및 칫솔질 교육, 식이조절 등을 수행하여 환자가 

최적의 구강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9]. 그 

중 치석제거는 치과위생사가 임상에서 중요하게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치석제거를 수행하는 치과위생사가 치석

제거의 술식에 합당하는 본인부담금과 보험청구비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진행하였다. 시행되고 있는 치석제거 급여화

의 비용을 치석제거를 수행하는 치과위생사의 비용에 대한 인식

을 파악해 전문가의 측면에서 치석제거의 적절한 비용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치석제거 정책의 보험 수가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인식을 치석제거 의료서비스공급자인 치과위생사에게 조

사하여 치석제거 보험급여 비용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향후 

치석제거 급여화 정책과 급여 비용의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남, 부산, 울산, 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치과병

(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21년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에 

필요한 표본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G-power3.1.3 프로그램에서 

신뢰수준 95%, 효과 크기는 0.5로 설정하여 표본크기를 계산하여 

총 133이 가능한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을 생각하

여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총 240부를 배포하여 이 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설문지 21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동의대학교 생명윤

리위원회(IRB 승인번호 : DIRB-202103-HR-W-01)의 승인을 

거쳐 수행하였다.

2. 연구도구

건강보험 치석제거의 경험과 비용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

기 위해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이[16]

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설문

지는 26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자료는 SPSS 26.0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치과위

생사의 일반적 특성, 근무특성, 건강보험 치석제거에 대한 인식, 

건강보험 치석제거 횟수 및 비용에 대한 인식은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특성에 따른 보험

청구비용 인지 및 적정 보험청구비용은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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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특성에서 연령은 ‘25세 이하’가 41.9%(91명)로 가장 

많았고, ‘26~30세 이하’가 35.5%(77명), ‘31세 이상’이 22.6% 

(49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전문대졸’이 67.7%(147명)

로 가장 많았고, ‘4년대졸’이 26.7(58명)%, ‘대학원졸이상’이 5.5% 

(12명)순으로 나타났으며, 임상경력은 ‘6년차 이상’이 74.2% (161명)

로 가장 많았고, ‘3년차 이하’가 20.3%(44명), ‘4년차~5년차 

이하’가 5.5%(12명)순으로 나타났다. 연봉은 ‘2,500만원 미만’과 

‘3,000만원 이상’이 35.9%(78명)로 동일했으며, 다음으로 ‘2,500~ 

3,000만원 미만’이 28.1%(61명)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근무특성

근무처는 치과병원이 75.1%(163명), 치과의원이 24.9%(54명)

로 나타났다. 직책은 진료스텝이 74.7%(162명)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팀장이 13.4%(29명), 총괄실장이 12.0%(26명)순으로 나타

났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1순위로는 진료실업무가 85.7%(186명)

로 가장 많았고, 2순위로는 상담이 41.5%(90명)로 가장 많았다. 

치과에 치석제거 전담 치과위생사 유무는 ‘없다’는 응답이 77.4% 

(168명), ‘있다’라는 응답이 22.6%(49명)로 나타났다. 주로 치석

제거를 수행하는 치과위생사의 경력은 ‘1년차’가 42.4% (92명)

로 가장 많았고, ‘3년차 이상’이 22.%(49명), ‘2년차’가 18.4%(40명), 

‘연차 구분 없음’이 16.6%(36명)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건강보험 치석제거에 대한 인식

치과위생사의 건강보험 치석제거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치석제거 급여화로 인해 1일 평균 치석제거 환자가 증가되

었다’의 문항에 89.4%(194명)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10.6% 

(23명)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치석제거를 받기 위해 내원

하는 환자 수가 급여화 되기 이전 보다 증가했다’는 문항에 

88.9%(193명)가 ‘그렇다’, 11.1%(24명)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

했다. ‘치석제거 환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인해 업무량도 증가했

다’는 문항에 66.8%(145명)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33.2%(72

명)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치과위생

사 수가 적절하다’의 문항에 54.4%(118명)가 ‘그렇지 않다’, 

45.6%(99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행 

시 충분한 진료시간이 주어진다’의 문항에서 73.7%(160명)가 

‘그렇다’, 26.3%(57명)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행 시 시간적 압박을 받아본 적 있다’의 문항에서 

82.0%(178명)가 ‘그렇지 않다’, 18.0%(39명)가 ‘그렇다’고 응답

했다<Table 3>.

4. 건강보험 치석제거의 횟수 및 비용에 대한 인식

치과위생사의 건강보험 치석제거의 횟수 및 비용에 대한 인식

으로는 ‘연 1회 적용에 대한 인지’에서 61.3%(133명)가 ‘적당하

다’고 응답했고, 38.7%(84명)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1년 

기준 적정 횟수’는 ‘1년에 2회’가 50.7%(110명)로 가장 많았고, 

‘1년에 1회’ 42.4%(92명), ‘1년에 3회 이상’ 6.9%(15명)순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은 1.65회이었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인지’는 

Division N(%)

Age 25 years old or younger

26~30 years old

31 years or older

91( 41.9)

77( 35.5)

49( 22.6)

Education College graduate

4th year graduate

Graduate school or higher

147( 67.7)

58( 26.7)

12(  5.5)

Clinical career 3rd year or less

4th year~5th year or less

6 years or more

44( 20.3)

12(  5.5)

161( 74.2)

Salary Less than 25 million won

Less than 25~30 million won

30 million won or more

78( 35.9)

61( 28.1)

78( 35.9)

Total 217(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dental hygienists

Division N(%)

Place of work Dental clinic

Dental hospital

54( 24.9)

163( 75.1)

Position Medical staff

Medical team leader

General manager

162( 74.7)

29( 13.4)

26( 12.0)

1st priority of 

the work

Medical task

Consulting

Insurance claim

186( 85.7)

26( 12.0)

5(  2.3)

2nd priority of 

the work

Consulting

Insurance claim

Preventive care

Employee training and HR

Desk work

90( 41.5)

38( 17.5)

56( 25.8)

16(  7.4)

17(  7.8)

Dental hygienist 

dedicated to Scaling

Exist

Not to exist

49( 22.6)

168( 77.4)

Career¹⁾ No age division

1st year

2nd year

3rd year or more

36( 16.6)

92( 42.4)

40( 18.4)

49( 22.6)

Total 217(100.0)

1) When performing scaling

<Table 2> Work characteristics of dental hygie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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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하다고 생각 한다’가 66.4%(144명)로 가장 많았고, ‘적다고 

생각 한다’ 29.5%(64명), ‘많다고 생각 한다’가 4.1%(9명)순으로 

나타났다. ‘적정본인부〜담금’은 ‘20,000원 이하’가 50.7%(110

명)로 가장 많았고, ‘31,000원 이상’이 25.8%(56명), ‘21,000~ 

30,000원’이 23.5%(51명)순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은 29,451원 

이었다. ‘보험청구 비용에 대한 인지’는 ‘적당하다고 생각 한다’

가 58.5%(127명)로 가장 많았고, ‘적다고 생각 한다’가 40.6%(88

명), ‘많다고 생각 한다’가 0.9%(2명)순으로 나타났다. ‘적정보험

청구 비용’은 ‘41,000~60,000’이 42.9%(93명)로 가장 많았고, 

‘61,000원 이상’이 32.3%(70명), ‘40,000원 이하’가 24.9%(54

명)순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으로는 57,645원이었다<Table 4>.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험청구비용 인지 및 적정 보험

청구비용

임상경력에 따른 보험청구비용에 대한 인지로는 ‘3년차 이하’에

서 ‘적다’가 29.5%(13명), ‘적당하다’가 70.5%(31명), ‘4년차~5년

차 이하’에서 ‘적다’가 41.7%(5명), ‘적당하다’ 58.3%(7명), ‘6년

차 이상’에서 ‘적다’는 43.5(70명), ‘적당하다’ 55.3%(89명), ‘많

다’가 1.2%(2명)이며 임상경력에 따른 적정 보험청구비용은 ‘3년차 

이하’에서 ‘40,000원 이하’가 34.1%(19명), ‘41,000원~60,000원’

이 34.1%(15명), ‘61,000원 이상’ 22.7%(10명), ‘4년차~5년차 

이하’에서 ‘40,000원 이하’가 25.0%(3명), ‘41,000원~ 60,000원’이 

33.3%(4명), ‘61,000원 이상’이 41.7%(5명), ‘6년차 이상’에서 

‘40,000원 이하’가 19,0%(32명), ‘41,000원~60,000원’이 46.0% 

(74명), ‘61,000원 이상’이 34.2%(55명)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Division N(%) Mean±SD

Awareness of once-a-year application Lack

Suitable

84( 38.7)

133( 61.3)
-

Appropriate number of times per year Once a year

Twice a year

3 or more times a year

92( 42.4)

110( 50.7)

15(  6.9)

 1.65 ±  .607

Awareness of co-payment Cheap

Appropriate

Expensive

64( 29.5)

144( 66.4)

9(  4.1)

-

Appropriate co-payment 20,000 won or less

21,000~30,000 won

31,000 won or more

110( 50.7)

51( 23.5)

56( 25.8)

29,451±21,751

Awareness of insurance claim costs Cheap

Appropriate

Expensive

88( 40.6)

127( 58.5)

2(  0.9)

-

Appropriate insurance claim cost 40,000 won or less

41,000~60,000 won

61,000 won or more

54( 24.9)

93( 42.9)

70( 32.3)

57,645±27,690

Total 217(100.0)

<Table 4> The dental hygienists' recognition of the number and cost of scaling for health insurance

Division¹⁾ Yes No

The average daily scaling patients increased due to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scaling. 194(89.4) 23(10.6)

The number of patients visiting for scaling under the health insurance has increased compared to before reimbursement. 193(88.9) 24(11.1)

As the number of scaling patients increased, the workload also increased. 145(66.8) 72(33.2)

The number of dental hygienists required to perform their duties is appropriate. 99(45.6) 118(54.4)

Sufficient treatment time is given when performing scaling. 160(73.7) 57(26.3)

There have been times when I have been pressed for time when performing scaling. 39(18.0) 178(82.0)

Total 217(100.0)

1) When performing scaling

<Table 3> The dental hygienists’ perception of scaling for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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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하였다(χ2=10.697, p=.030). 치과위생사의 경력에 따른 

적정 보험청구비용은 연차가 높을수록 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p<0.05)<Table 5>.

6. 근무특성에 따른 보험청구비용에 대한 인지 및 적정 

보험청구비용

치석제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경력에 따른 적정 보험청구

비용으로는 ‘연차구분없음’에서 ‘40,000원 이하’가 13.9%(5명), 

‘41,000원~60,000원’이 66.7%(24명), ‘61,000원 이상’이 19.4% 

(7명), ‘1년차’에서 ‘40,000원 이하’가 26.1%(24명), ‘41,000원~ 

60,000원’이 34.8%(32명), ‘61,000원 이상’이 39.1%(36명), ‘2년

차에서 ’40,000원 이하‘가 42.5%(17명), ‘41,000원~60,000원’이 

22.5%(9명), ‘61,000원 이상’이 35.0%(14명), ‘3년차 이상’에서 

‘40,000원 이하’에서 16.3%(8명), ‘41,000원~60,000원’이 57.1% 

(28명), ‘61,000원 이상’이 26.5%(13명)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2=24.366, p=.001). 치석제거 업무를 수행하는 치

과위생사의 경력에 따른 보험청구비용에 대한 인지는 연차가 높을

수록 보험청구비용이 ‘적다’라고 나타났다(p<0.05) <Table 6>. 

Division

Awareness of insurance claim costs

χ
2(p)

Appropriate insurance claim costs

χ
2(p) Total

Cheap Appropriate Expensive
40,000w 

or less

41,000w~ 

60,000w

61,000w 

or more

Age 25 years old or younger

26~30 years old

31 years or older

33(36.3)

33(42.9)

22(44.9)

57(62.6)

44(57.1)

26(53.1)

1 (1.1)

-

1( 2.0)

2.686

(.612)

29(31.9)

18(23.4)

 7(14.3)

34(37.4)

34(44.2)

25(51.0)

28(30.8)

25(32.5)

17(34.7)

 5.653

(.227)

 91(41.9)

 77(35.5)

 49(22.6)

Education College graduate

4th year graduate

Graduate school or higher

59(40.1)

21(36.2)

 8(66.7)

87(59.2)

36(62.1)

 4(33.3)

1( 0.7)

1( 1.7)

-

4.340

(.362)

34(23.1)

19(32.8)

 1( 8.3)

62(42.2)

26(44.8)

 5(41.7)

51(34.7)

13(22.4)

6(50.0)

 6.204

(.184)

147(67.7)

 58(26.7)

 12(5.5)

Clinical 

career

3rd year or less

4th year~5th year or less

6 years or more

13(29.5)

 5(41.7)

70(43.5)

31(70.5)

 7(58.3)

89(55.3)

-

2( 1.2)

3.713

(.446)

19(43.2)

 3(25.0)

32(19.9)

15(34.1)

 4(33.3)

74(46.0)

10(22.7)

5(41.7)

55(34.2)

10.697

(.030)

 44(20.3)

 12(5.5)

161(74.2)

Salary Less than 25 million won

Less than 25~30 million won

30 million won or more

25(32.1)

25(41.0)

38(48.7)

52(66.7)

36(59.0)

39(50.0)

1( 1.3)

-

1( 1.3)

5.312

(.257)

27(34.6)

16(26.2)

11(14.1)

26(33.3)

26(42.6)

41(52.6)

25(32.1)

19(31.1)

26(33.3)

10.075

(.039)

 78(35.9)

 61(28.1)

 78(35.9)

<Table 5> Recognition of insurance claim costs and appropriate insurance claim cost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dental

hygienists

Division

Awareness of insurance claim costs

χ
2(p)

Appropriate insurance claim cost

χ
2(p) Total

Cheap Appropriate Expensive
~40,000 

won

41,000~

60,000won

61,000won 

or more

Place of work Dental clinic

Dental hospital

24(44.4)

63(39.3)

 30(55.6)

 97(59.5)

-

2( 1.2)

1.039

(.595)

 6(11.1)

48(22.1)

28(51.9)

65(39.9)

20(37.0)

50(30.7)

 7.347

(0.25)

 54(24.9)

163(75.1)

Position Medical staff

Medical team leader

General manager

61(37.7)

10(34.5)

17(65.4)

100(61.7)

 18(62.1)

  9(34.6)

1( 0.6)

1( 3.4)

-

9.850

(0.43)

42(25.9)

 8(27.6)

 4(15.4)

70(43.2)

12(41.4)

11(42.3)

50(30.9)

 9(31.0)

11(42.3)

 2.045

(,727)

162(74.7)

 29(13.4)

 26(12.0)

Dental hygienist 

dedicated 

to scaling

Exist 68(40.5)  98(58.3) 2( 1.2)
.589

(.745)

36(21.4) 72(42.9) 60(35.7)
 6.327

(0.042)

168(77.4)

Not to exist 20(40.8)  29(59.2) - 18(36.7) 21(42.9) 10(20.4)  49(22.6)

Career¹⁾ No age division

1st year

2nd year

3rd year or more

17(47.2)

39(42.4)

14(35.0)

18(36.7)

 18(50.0)

 53(57.6)

 25(62.5)

 31(63.3)

1( 2.8)

-

1( 2.5)

-

5.435

(.489)

 5(13.9)

24(26.1)

17(42.5)

 8(16.3)

24(66.7)

32(34.8)

 9(22.5)

28(57.1)

 7(19.4)

36(39.1)

14(35.0)

13(26.5)

24.366

(.001)

 36(16.6)

 92(42.4)

 40(18.4)

 49(22.6)

1) When performing scaling

<Table 6> Recognition of insurance claim costs and appropriate insurance claim cost according to the working characteristics of dental 

hygie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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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치과위생사는 예방치과처치자로서 치주질환 및 충치 예방을 

위해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 구강관리용품 사용법 및 칫솔질 

교육, 식이조절, 치석제거와 치태조절 등을 수행하여 국민의 구강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9]. 치석제거가 건강보

험 급여화가 된 이후 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는 증가하고 있으며, 치주질환 유병자율 및 진료인원 또한 증가하

고 있는 실정이다[9]. 치주질환은 치태조절과 치석제거로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치석제거가 급여화 된 이후 치과의료소비자들

에게 치석제거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다[6]. 

치석제거 급여화가 된 후 이[10]의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급여화

에 대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고, 치주건강 관심도가 높은 경우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현대 사회에서 치주질환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도 치석제거에 대한 관심

과 필요도, 수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임상에 종사하며 치석제거를 담당하는 치과위생사

의 치석제거 경험과 비용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치석제거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치석제거 건강보험의 비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치석제거 비용의 적절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치석제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확대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치과위생사의 건강보험 치석제거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을 

때 치석제거 급여화로 인해 1일 평균 치석제거 환자가 증가되었

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치석제거를 받기 위해 내원하는 

환자 수가 급여화 되기 이전 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주[11]의 연구에서 치석제거 급여화로 인해 업무가 증가하

였으며, 치과위생사 수가 충분하지 않고 치석제거를 대충할 것 

같다고 응답한 결과와 같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많은 응답자가 

치석제거 환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인해 업무량도 증가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치과위생사 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김[12]과 정[13]의 연구에서 치석제거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석제거와 관련된 교육의 내용과 방법, 

시간의 변화가 있었으며 구강보건 시행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

났고, 치석제거의 정도, 성실성에도 차이가 나타나 치석제거 

건강보험 급여화가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행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구강보건교육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비를 받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과위생사의 건강보험 치석제거의 횟수 및 비용에 대한 인식

으로는 ‘연 1회 적용’이 적당하다고 한 응답이 많았으며, ‘1년 

기준 적정 횟수’로는 ‘1년에 2회’가 가장 많았으며, 지[15]의 

연구에서 치석제거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전문가 

구강 관리 중 비외과적 술식 중 하나로 구강 건강을 위해 연 

2회 시행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인지’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적정본인부담금’으로는 ‘20,000원 이하’라고 응

답했다. ‘보험청구비용에 대한 인지’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라

는 응답이 많았고, ‘적정 보험청구비용’은 ‘41,000~60,000원’이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가 연차에 따른 치석제거의 

비용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치과위생사의 

경력과 연차에 따른 치석제거의 비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치과위생사의 경력에 따른 적정 보험청구비용을 분석하

였을 때 연차가 높을수록 비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치석제거 

업무를 수행하는 치과위생사의 경력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보험

청구비용에 대한 인지는 연차가 높을수록 본인부담금과 보험청

구비용이 적다고 나타났다. 이는 연차가 높을수록 치석제거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해 본인부담금과 보험청구 비용을 높게 받아

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연차가 낮을수록 

치석제거의 비용을 낮게 인식한 만큼 낮은 연차의 치과위생사에

게 치석제거의 중요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치석제거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경남, 부산, 울산, 

경기에 거주하는 일부지역의 치과위생사로 이루어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대표성이 

높은 표본을 많이 확보한 연구로 보완되어야 할 것 이며, 건강보

험 치석제거의 보장성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현재 치석제거에 대한 관심과 필요도, 수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치석제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확대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에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치석제

거 경험과 비용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치과위생사의 건강보

험 치석제거에 대한 인식은 치석제거 급여화로 인해 1일 평균 

치석제거 환자의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업무량도 증가했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치과위생사 수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치과위생사의 건강보험 치석제거의 횟수 및 비용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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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연 1회 적용’이 적당하다고 한 응답이 많았으며, ‘적정 

본인부담금’으로는 ‘20,000원 이하’, ‘적정 보험청구비용’은 ‘41,000~ 

60,000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치과위생사의 경력에 따른 적정 보험청구비용은 연차가 높을

수록 비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치석제거 업무를 수행하는 치과위

생사의 경력에 따른 보험청구비용에 대한 인지는 연차가 높을수

록 보험청구비용이 적다는 반응을 보였다. 

치석제거를 수행하는 전문가인 치과위생사의 인식을 반영하

여 치석제거의 연 1회 보험 적용 횟수 및 비용을 고려하여 조정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향후 대표성 높은 표본 확보로 건강보험 

치석제거의 보장성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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