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는 근거기반의 의학 지식과 의료 자원

을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

고,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의 접근성에 대한 형평성을 이루어야 

한다[1]. 그러나 오늘날 의학적 지식과 기술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의료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었지만 의료 이용에 대한 형평

성과 효율성이 일부 저하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적인 특성을 유지하며 인본주의

적 의료를 제공하는 일차 의료가 강조되고 있다[2-4]. 치과 분야

에서는 일차 치과의료체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공공기관, 민간 치과

의원, 학교라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구강검

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를 포괄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

의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5]. 이러한 아동⋅

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 치료중심의 치과의료체계

가 예방중심의 일차의료체계로 변화되고 있으며, 일차 치과의료

를 제공하는 주치의로서 치과의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관련 협회 및 학회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2007년부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구강보건정책연구회를 중심으

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서울특별시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자원을 활용하여 치과주치의 사업이 

운영되었다. 이후 2020년까지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

시, 강원도 강릉시, 경기도 성남시 등 지역에서 치과주치의 사업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5]. 최근에는 건강 보험을 기반으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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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의 사업을 운영하고자 세부 사업 모형과 평가 기준을 개발하

고 2021년부터 광주광역시와 세종시에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

보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6]. 또한 이러한 사업을 전국적으

로 확대하고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는 관련 법을 제정하고

[7], 포용국가 아동정책[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9]과 같은 국가 

정책에 하나의 주제로 선정하여 다양한 전략들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활

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이전에 수행된 시범사업을 객관

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관계부처 

담당자, 서울시 치과의사회 담당자, 일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사업에 참여하여 학생 구강 검사 및 상담, 구강 보건 

교육 및 예방 치과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기타인력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

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활성화되

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 참여자의 견해를 

조사함으로써 사업의 강점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일부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학생치과

주치의 사업 참여 치과병⋅의원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기타인력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

의 사업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일부 지역의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기타인력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

다. 연구 대상은 비확률 표준추출법인 편의추출법에 의해 선정되

었으며,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참여 의사를 밝힌 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3.1.9.7 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정하였으며, effect size 0.30, power 

0.80, 유의수준 0.05으로 분석한 결과 최소표본 수는 111명의 

표본 수가 산출되어 본 연구의 118명은 적정표본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참여인력의 견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지는 ‘제공 서비스 

항목별 학생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도움 여부’, ‘사업 참여 후 

학생 및 학부모의 구강건강 관련 행태 변화’, ‘참여 인력의 진료 

및 상담 행태 변화’, ‘치과주치의로서 역할 수행’, ‘구강관리서비

스 항목 추가 필요 여부’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항목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검진, 예방 및 교육 서비스 항목별 학생의 구강건강

관리에 대한 도움 여부

검진, 예방 및 교육 서비스 항목별 학생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도움 여부는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15개 서비스 항목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는 아동⋅청소

년의 구강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

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서비스가 학생의 

구강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48로 나타났다.

2) 학생 및 학부모의 구강건강관련 행태 변화

사업 참여 후 학생 및 학부모의 구강건강관련 행태 변화에 

대한 참여인력의 견해는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으

로 인해 학생들의 구강건강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구강건강지

식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

치의 사업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구강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인식

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처치를 위한 치과

의료이용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 ‘아니오’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예’로 재범주화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96으로 나타났다.

3) 참여 인력의 진료 및 상담 행태 변화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후 참여 인력의 진료 

및 상담 행태 변화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 및 실효성을 평가한 신 등[10]의 설문 

문항을 본 연구목적에 맞게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환자가 질병

을 이해하는데 있어 더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게 되었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견을 더 많이 묻고 반영하게 되었다.’, ‘환자의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운영관련 참여인력 견해조사

89

임상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치료에 반영하게 되었

다.’, ‘대상자-전문가 간 신뢰도가 향상되었다.’, ‘나의 진료에 

스스로 더 만족하게 되었다.’ 5가지 항목에 대한 행태 변화를 

확인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 ‘변화 없음’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변화 있음’으로 재범주화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50로 나타났다.

4) 치과주치의로서 역할 수행

치과주치의로서 역할 수행 항목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치과 

인력이 일차 의료 제공자인 치과주치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한국형 일차의료 평가 도구

(K-PCAT)를 기반으로 일차의료기관의 주치의 역할 수행을 평

가한 이 등[11]의 연구를 참고하여, 일차의료의 특성인 ‘최초 

접촉, 접근성, 개인 맞춤형 케어, 포괄성, 조정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환자 또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구강건강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리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환자의 건강 및 구강

건강상태를 잘 아는 동일한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준다.’, 

‘치료, 예방 및 관리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2, 

3차 병원이나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준다.’ 의 5개 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일차의료제공자인 치과주치의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5) 구강관리서비스 항목 추가 필요 여부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구강관

리서비스 이외에 추가가 필요한 항목을 확인하고자 ‘아동⋅청소

년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추가되어야 하는 구강관리서비스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아니오’로 조사하였다. ‘예’로 응답

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은 PASW Statistics 25.0(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학생 및 학부모의 구강건강 관련 행태 변화와 참여 인력의 

진료 및 상담 행태 변화에 대한 직종별 견해 차이는 교차분석

(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서비스 항목별 학생의 구강건강

관리에 대한 도움 효과와 치과주치의로서 역할 수행에 대한 

직종별 견해 차이는 일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

하여 검정하였다. 구강건강관리서비스 항목 추가 여부는 기술통

계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학생치과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치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118명이었

다. 대상자 중 치과의사 29.7%, 치과위생사 22.2%, 기타인력 

38.1%였으며 기타인력으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치과코디

네이터가 포함되었다.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참

여 경력은 평균 4.82년이었다<Table 1>.

2. 서비스 항목별 학생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도움 여부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학생의 구강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지 확인한 결과는 <Table 

Variables Categories N (%)

Total 118 (100.0)

Occupation Dentist 35 ( 29.7)

Dental hygienist 38 ( 32.2)

Others 45 ( 38.1)

Gender Male 30 ( 25.6)

Female 87 ( 74.4)

Career(yrs) 1-5 22 ( 18.6)

6-10 23 ( 19.5)

11-20 50 ( 42.4)

≥21 23 ( 19.5)

Age(yrs) 23-29 27 ( 22.9)

30-39 28 ( 23.7)

40-49 33 ( 28.0)

≥50 30 ( 25.4)

Type of workplace Dental clinic 112 ( 94.9)

Dental hospital 6 (  5.1)

Duration of project participation (yrs)* 4.82±2.69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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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 같다. 서비스 항목 중 칫솔질 및 치실질 교육에 관한 도움 

정도가 직종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p=0.024). 

참여 인력은 전체 서비스 항목 중 치아 홈 메우기가 학생의 

구강건강관리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다고 평가하였으며(4.25점), 

금연/절주에 대한 교육은 3.78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3. 학생 및 학부모의 구강건강관련 행태 변화

사업에 참여한 학생 및 학부모의 구강건강, 구강건강 지식, 

구강건강행태 변화에 대한 참여 인력의 견해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참여 인력의 56.8%는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으

로 인해 학생의 구강건강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부모

의 구강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인식(58.5%)과 학생의 치과의료이

용(59.3%) 또한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참여 인력의 

Variables Total Dentist Dental hygienist Others p*

Improving student’s oral health

 Yes 67 (56.8) 25 (71.4) 20 (52.6) 22 (48.9) 0.107

 No 51 (43.2) 10 (28.6) 18 (47.4) 23 (51.1)

Improving students' oral health knowledge

 Yes 56 (47.5) 21 (60.0) 14 (36.8) 21 (46.7) 0.140

 No 62 (52.2) 14 (40.0) 24 (63.2) 24 (53.3)

Improving parental awareness of oral disease preventive management

 Yes 69 (58.5) 23 (65.7) 22 (57.9) 24 (53.3) 0.535

 No 49 (41.5) 12 (34.3) 16 (42.1) 21 (46.7)

Improving student use of dental care

 Yes 70 (59.3) 23 (65.7) 22 (57.9) 25 (55.6) 0.641

 No 48 (40.7) 12 (34.3) 16 (42.1) 20 (44.4)

* by chi-square test

<Table 3> Changes in oral health-related behaviors of students and parents Unit: N(%)

Variables Total Dentist Dental hygienist Others p*

Dental questionnaire 3.50±0.84 3.71±0.75 3.29±0.84 3.51±0.87 0.093

Dental examination 3.96±0.74 4.09±0.74 3.92±0.67 3.89±0.80 0.473

Examination result consultation 3.97±0.68 4.06±0.68 4.03±0.59 3.84±0.74 0.307

Oral hygiene assessment (PHP index) 3.86±0.87 3.86±0.94 3.92±0.82 3.80±0.87 0.822

Oral health education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 3.83±0.77 3.89±0.83 3.89±0.65 3.73±0.81 0.560

Oral health education (oral hygiene) 3.81±0.76 3.83±0.82 3.87±0.62 3.76±0.83 0.793

Oral health education (diet) 3.52±0.81 3.66±0.87 3.37±0.68 3.53±0.87 0.316

Oral health education (use of fluoride) 3.79±0.82 3.77±0.94 3.82±0.69 3.78±0.82 0.968

Oral health education (smoking cessation and moderate drinking) 3.47±0.96 3.37±1.14 3.45±0.80 3.58±0.94 0.623

Oral health education (toothbrushing and flossing) 3.85±0.77 4.11±0.76 3.84±0.68 3.64±0.80 0.024

Professional tooth cleaning 3.79±0.78 3.80±0.83 3.82±0.65 3.76±0.86 0.937

Fluoride application 3.99±0.77 3.97±0.89 4.18±0.61 3.84±0.77 0.131

X-ray(panorama) 3.90±0.74 3.94±0.80 4.03±0.68 3.76±0.74 0.235

Sealant 4.25±0.72 4.23±0.77 4.34±0.58 4.18±0.78 0.576

Scaling 4.11±0.75 4.11±0.80 4.29±0.65 3.96±0.77 0.129

* by one-way ANOVA

<Table 2> Usefulness for students' oral health management by service item Unit: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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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는 학생의 구강건강지식은 향상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

는데, 그 중 치과위생사의 응답률이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후 참여

인력의 진료 및 상담 행태 변화

사업 참여 후 참여인력의 진료 및 상담 행태 변화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4>와 같았다. 참여인력은 사업 참여 후 환자가 

질병을 이해하는데 있어 더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게 되었으며,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견을 더 많이 묻고 반영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55.1%). 또한 환자와 치과 인력 간 신뢰가 향상되었

다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51.7%).

5. 치과주치의로서의 역할 수행

본 사업을 통해 환자의 치과주치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 확인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참여 인력은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 치료, 예방, 관리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3.90점), 접근성이 좋고(3.86점), 개인 

맞춤형 케어를 제공함으로써(3.85점) 치과주치의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하였다.

Variables Total Dentist Dental hygienist Others p*

It has made it easier and more detailed for the patient to understand 

the disease

 No 53 (44.9) 14 (40.0) 17 (44.7) 22 (48.9) 0.730

 Yes 65 (55.1) 21 (60.0) 21 (55.3) 23 (51.1)

In the course of treatment, more inquiries from patients and their 

opinions were reflected

 No 53 (44.9) 12 (34.3) 17 (44.7) 24 (53.3) 0.236

 Yes 65 (55.1) 23 (65.7) 21 (55.3) 21 (46.7)

The patient's clinical problems were comprehensively evaluated and 

these were reflected in the treatment

 No 60 (50.8) 15 (42.9) 21 (55.3) 24 (53.3) 0.522

 Yes 58 (49.2) 20 (57.1) 17 (44.7) 21 (46.7)

Increased trust between patients and dental personnel

 No 57 (48.3) 13 (37.1) 21 (55.3) 23 (51.1) 0.269

 Yes 61 (51.7) 22 (62.9) 17 (44.7) 22 (48.9)

I am more satisfied with my treatment

 No 62 (52.5) 18 (51.4) 21 (55.3) 23 (51.1) 0.920

 Yes 56 (47.5) 17 (48.6) 17 (44.7) 22 (48.9)

* by chi-square test

<Table 4> Changes in the treatment and counseling behavior of dental personnel after participating in the service Unit: N(%)

Variables Total Dentist Dental hygienist Others p*

When a new oral health problem occurs in a patient or community, 

the first dental service is provided

3.73±0.66 3.83±0.79 3.79±0.62 3.60±0.58 0.247

Dentistry is easily accessible geographically, timely and economically 3.86±0.63 3.97±0.62 3.95±0.61 3.71±0.63 0.111

The same dental personnel who are well aware of the patient's health 

and oral health status provide continuous management.

3.85±0.64 4.03±0.66 3.87±0.58 3.69±0.63 0.057

It provides comprehensive medical/services including treatment, 

prevention and management.

3.90±0.61 4.03±0.66 4.03±0.43 3.69±0.63 0.012

In connection with secondary or tertiary hospitals or public institutions, 

it provides necessary help to patients.

3.78±0.64 3.86±0.65 3.89±0.65 3.62±0.61 0.109

* by ANOVA

<Table 5> The performance of the role of dental personnel as a primary care physician Uni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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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구강관리

서비스 항목 추가에 대한 의견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운영 시 추가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참여 인력의 93.5%는 추가가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6.5%는 일부 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하

다고 응답하였다. 

추가해야 하는 구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의견으로는 ‘충치 치료

(레진 치료)’와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촬영의 의무화’가 필요하

며, 구강보건교육 측면에서는 ‘시청각 교육자료 제공’과 ‘올바른 

양치법 등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컨텐츠 제작’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Ⅳ. 고찰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기타인력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였다.

제공 서비스 항목별 학생 구강건강관리 도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치석

제거와 같은 전문가의 직접적인 예방 처치가 학생의 구강건강관

리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반면 구강보건교육에 대해서는 비교

적 낮게 평가하였다. 특히, 식습관과 금연 및 절주 교육은 구강위

생관리, 불소 이용, 칫솔질 및 치실질 교육에 비해 더 낮게 평가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 인력이 구강질환의 예방 및 치료 필요

성에 비해 구강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와 

관리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지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서울시 일부 지역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아동⋅청소

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현황을 확인한 손과 김[12]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구강보건교육을 수행하는 치과 인력들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및 절주 교육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교육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 구강질환은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스케일링과 같은 전문

적인 구강 관리를 통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지만, 구강위생, 

불소 이용, 식이, 흡연 등의 구강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것 또한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13,14,15]. 특히 건강 행태를 습득하는 청소년기에 

올바른 건강 행태를 평생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것은 중요하다[16]. 따라서 참여 인력이 구강질환을 일으

키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인지하고, 구강위생관리, 불소이용, 식습

관, 음주 및 흡연 등 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생 및 학부모의 구강건강관련 행태 변화에 대한 참여 인력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참여 인력은 학생의 구강건강, 학부모의 

구강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인식과 학생의 치과 이용 정도는 

향상된 것으로 생각하나, 학생의 지식수준은 향상되지 않은 것으

로 평가하였다. 노 등[17]의 연구에서는 일회성의 구강보건교육

은 학생의 구강건강지식, 태도, 행태 변화에 한계가 있으며 지속

적이고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건강지식, 태도, 행태

가 변화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배와 김[18]은 초등학

교 4학년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2차례의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구강건강 지식과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하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반복적인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그러나 본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에서는 

구강보건교육을 대부분 1회만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구강건

강 지식수준을 향상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운영 시 학생의 구강건강 

관련 지식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후 참여 인력의 진료 

및 상담 행태 변화를 확인한 결과, 참여 인력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견을 더 많이 물어보며, 환자에게 더 쉽고 상세하기 

설명하게 되었으며, 대상자와 전문가 간 신뢰도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 환자 중

심 진료(patient-centered care)의 패러다임을 실현하는데 초석이 

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환자 중심 진료는 

환자를 질병의 실체가 아니라 질병을 경험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질병에 대한 환자의 요구, 가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여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다[19,20]. 즉, 환자 중심 진료를 실천할 때 의료진

은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질병을 여러 맥락에서 이해하고 

환자의 요구를 확인하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포괄적,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21]. 이러한 개념을 고려했을 

때, 구강 검사 및 상담을 통해 학생의 구강건강상태 및 행태를 

확인하고, 학생에게 적합한 예방치과처치와 교육을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환자 중심 진료가 추구하

는 방향과 일치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의 운영 사례들은 한국형 환자 중심의 치과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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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한 업무 수행 

만족도를 확인했던 ‘나의 진료에 스스로 더 만족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는 변화 없음의 응답률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참여 인력의 사업 참여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치과의

사를 대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확인했던 류 등[22]의 연구

와 일치하였다. 류 등[22]은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이 지자체 위주로 추진되면서 사업에 대한 참여 인력의 이해가 

낮고, 사업 수행 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안내가 

미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행정기관의 실적 위주의 

태도로 인해 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행정적인 측면 외에도 학부모와 학생의 비협조적인 태도, 

보험 청구 문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수가 등 실무

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업에 대한 불만족을 확인하였다.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확인한 곽 등[23]은 사업의 활성화

를 위해서 수가의 현실화, 사업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및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낮은 만족도는 업무

에 대한 사기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24], 사업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동기부여는 적절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인정받고 정책 및 조직의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며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는 합의

가 이루어질 때 일어나기 때문에[25], 참여 인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참여 인력의 사업 참여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최근 의학 분야에서도 일차의료체계 기반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26].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해 5단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는

데, 이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 

일차 의료의 개념과 일차의료 의사의 범주 합의,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 참여 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교육 

제공, 의료 질 평가를 통한 추가적인 보상 등 시민, 의료인,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전략들이 포함된다. 아동⋅청

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2012년 지자체 시범사업을 시작으

로 2021년 건강보험 기반의 시범사업까지 지속적 발전이 있었으

나,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5, 23]. 따라서 향후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정부, 의료진, 학부모, 학교 담당자 등 사업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이루기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 치과주치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최초접촉, 접근성, 개인 

맞춤형 케어, 포괄성, 조정성 5가지의 역할에 대해 5점 중 3.73점

에서 3.90점까지 평가하였다. 이는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의원의 의사를 대상으로 주치의로서의 역할 수행을 확인한 

이 등[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업무 

범위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치과의사와 

의사 모두 환자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동네의원과 치과

의원을 지리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고(접근성), 

환자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의료진이 지속해서 관리(지속성)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 

인력들이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 최초접근, 

접근성, 지속성, 포괄성의 특성을 갖춘 주치의로서 역할을 수행

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 일차 치과 

의료체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된다[5].

즉,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

업에서 참여 인력은 학생들의 구강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예방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사업 참여 후 진료 및 상담 

행태가 환자 중심적으로 변화하였고, 치과주치의로서 지속적 

및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우리나라의 환자 중심의 

일차 치과의료체계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향후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 

정부를 중심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인, 

시민 등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본 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을 통해 환자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견해 조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조사했기 때문에 참여 인력의 심층적

인 의견을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치과주치의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하여 수혜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관점의 의견을 

확인하지 못했던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참여

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기타인력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확인함으로써 환자중심의 지속적 및 포괄적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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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의 실무를 수행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기타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실무자의 견해를 확인하였으

며,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1. 제공 서비스 항목별 학생 구강건강관리 도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치석제거와 같은 예방 처치가 학생의 구강건강관리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평가하였으며, 구강보건교육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후 학생 및 학부모

의 구강건강관련 행태 변화를 확인한 결과, 참여 인력은 

사업을 통해 학생의 구강건강과 치과 이용 정도가 향상되었

으며, 학부모의 구강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

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학생의 구강건강지식 수준은 향상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후 진료 및 상담 

행태 변화를 확인한 결과, 참여 인력은 환자가 질병을 이해

하는 데 있어 더 쉽고 상세히 설명하게 되었으며,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견을 더 많이 묻고 반영하며, 신뢰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참여 인력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리적, 

시간적 및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쉬우면서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동일한 의료진이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등 

치과주치의로서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을 통해 참여 인력은 학생들의 구강건강건관리에 도움이 되는 

예방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사업 참여 후 진료 

및 상담 행태가 환자 중심적으로 변화하였고, 치과주치의로서 

지속적 및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합의

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환자에게 필요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치과의료전달체계의 구축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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