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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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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ing Factors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Dental Scali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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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cience, Eulji University, Seongnam 461-713, Korea

The aim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ffecting factors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dental scaling experience. The self-reported 

survey for the adults living in Seoul, Gyeonggi province and Incheon had been progressed from February 10, 2014, to February 28, 2014, after 

receiving informed consents. And the 238 survey results had been analysed as the data of this study. The data analysis such as frequency analysis, 

2-test, and multi-logistic regression (p＜0.05) for all collected survey data had been processed using IBM SPSS Statistics ver. 20.0. According 

to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gular dental check-up (odds ratio [OR], 2.63; confidence interval [CI], 1.05∼6.59) and dental scaling 

experience (OR, 3.06; CI, 1.09∼8.54), monthly income (OR, 3.55; CI, 1.01∼12.56) were the factors hav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dental scaling experienc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awareness of the new dental scaling 

system through the promotion and oral health education about national health insurance dental scaling, an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dental 

Scaling by regular dental che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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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주질환은 치아우식증과 함께 구강 내에서 발생하는 가

장 흔한 양대질환으로 전 인류의 대표적인 질환이며, 거의 

모든 성인에서 치주질환이 존재한다1). 성인의 치주질환 유

병률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여 노인층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나며2) 성인의 상ㆍ하악 제3대구치를 제외한 모든 

치아에서 치아상실의 주원인이다3,4). 2013년 외래 다빈도 

상병 순위 현황에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전체 질환 중 2위

를 차지하고 있고5) 치주질환 치료비는 연평균 11.9% 정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6). 또한 우리나라 성인의 미치료율

이 높은 질병 순위를 살펴보면 치질(91.1%), 치아우식증

(86.8%), 요실금(83.9%), 치주질환(79.2%), 만성부비동염

(78.0%) 순으로 치과질환의 미치료율이 높게 나타났다7).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치과영역의 보장은 OECD 국가

와 비교하여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대다수의 선진국가에서 

보장받는 예방진료와 필수적인 일부 치료항목이 제외되어 

있었다8,9). 이러한 이유로 2005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급여확대 항목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치석제거가 우선순위

에 포함되었고9) 그 후 2013년에 연 1회 치석제거로 급여 확

대되었다10). 치석제거의 급여화 과정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이 실시된 이래 단순예방목적의 치석제거는 제외하고 치료

목적의 치석제거만 급여화하였는데 2001년 7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 이후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전악 치석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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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범위를 치주수술의 전 단계에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하여 급여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다6)
. 그러나 최근 건

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만 20

세 이상, 연 1회, 후속치료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

되는 전악 치석제거의 범위까지 급여항목이 확대되었다10)
. 

이로써 보편적 치과진료영역에 대한 급여가 보장되어 궁극

적으로 건강보험의 구강영역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된 것으

로 볼 수 있다9)
. 치석제거는 치주질환에 대한 최선의 예방 

및 치료법이며 다른 구강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아에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에도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11,12)
. 건강보험 치석제거로 인해 

구강질환의 예방 및 초기치료를 통한 구강건강증진으로 삶

의 질이 높아지고, 자연치아의 장기적인 보존을 가능하게 

하여 치아상실로 발생되는 국민의료비의 절감이 나타날 것

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건강보

험 치석제거의 수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

하다.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Ju 등13)은 일반인 및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된 치석제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Lee와 Lee
14)는 

산재환자의 인식도 조사결과 아직까지 건강보험 치석제거

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

하였다. 한편, Hwang
15)은 급여 시행 이후 재방문 의사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이 치석제거 소요시간, 구강보건교육의 내

용, 방법, 소요시간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 급

여 시행 이전의 치석제거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치석제거 

수진율은 사회경제적인 요인16)
, 개인의 구강건강행동17,18)

 

등과 연관되어있음을 알 수 있어 인식조사와 치석제거 소요

시간 등의 요인만으로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치석제거 급여 시행 이전의 선행연구18-20)에서 치석제거 수

진과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된 요인을 참고하여 급여 시행 

이후에도 연관성이 유지되는지 분석하고 또 다른 요인이 영

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대상자의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건강보험 치석

제거의 수진율 향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데 있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ㆍ인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5

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4년 2월 10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연구 참여 동의를 얻어 자기기입식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배부한 250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

답을 제외하고 238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연구도구

사용된 설문지는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Ju 등13)
, Shin과 

Jin
17)

 그리고 Kim
21)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

게 수정 보완하여 일반적 특성 5문항, 구강건강관리행태 관

련 3문항, 건강보험 치석제거에 대한 개선점 및 인식 설문 5

문항, 수진 의향유무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건강보험 치석

제거에 대한 인식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Cronbach’s  검정을 실시한 결과 0.70이었다. 연령은 중위

수를 기준으로 34세 미만과 34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소득

은 Lee 등16)의 연구를 참고하여 가구당 최저생계비 199만

원을 기준으로 재분류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제

1종 오류수준은 0.05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건강보험 치석제거에 대한 인식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치석제

거 수진 의향의 분포를 파악하고자 카이제곱 검정(chi- 

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관성 있는 변수를 선

행연구18-20)에 의해 선정하여 로지스틱 다중회귀분석(mul-

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단변

량 분석(Model I)에서 종속변수와 유의한 연관성 있는 요인

을 파악하였고 이를 모두 보정하여 다변량 분석(Model II)

을 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

뢰구간(confidence interval)으로 나타내었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구강건강행태에 따른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 의향 

성별은 남자 32.4% (77명), 여자 67.6% (161명)로 구성

되었고, 연령은 20∼33세가 56.3%, 34∼64세가 43.7%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경기ㆍ인천이 72.7%로 서울 27.3%보

다 많았고, 학력은 대졸 이상이 68.9%, 고졸 이하가 31.1%

로 파악되었다. 소득은 200만원 이상이 88.7%로 199만원 

이하 11.3%보다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정기적 구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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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Total
Whether to intention of NHI scaling

p-value
Yes No

Gender 0.047

    Male  77 (32.4)  51 (66.2) 26 (33.8)

    Female 161 (67.6) 126 (78.3) 35 (21.7)

Age (y) 0.687

    20∼33 134 (56.3)  101 (75.4) 33 (24.6)

    34∼64 104 (43.7)  76 (73.1) 28 (26.9)

Area 0.148

    Seoul  65 (27.3)  44 (67.7) 21 (32.3)

    GyunggiㆍIncheon 173 (72.7) 133 (76.9) 40 (23.1)

Educational level 0.106

    ≤High school  74 (31.1)  50 (67.6) 24 (32.4)

    ≥University 164 (68.9) 127 (77.4) 37 (22.6)

Monthly income (10,000 KRW) 0.076

    ≥200 211 (88.7) 153 (72.5) 58 (27.5)

    ≤199  27 (11.3)  24 (88.9)  3 (11.1)

Whether to regular dental check-up ＜0.001

    No 170 (71.4) 116 (68.2) 54 (31.8)

    Yes  68 (28.6)  61 (89.7)  7 (10.3)

Whether to have oral health education 0.027

    No 159 (66.8) 111 (69.8) 48 (30.2)

    Yes  79 (33.2)  66 (83.5) 13 (16.5)

Whether to experience scaling ＜0.001

    No 182 (76.5) 126 (69.2) 56 (30.8)

    Yes  56 (23.5)  51 (91.1)  5 (8.9)

Total    238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 (%). 
KRW: Korean Won.
p-value was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Table 1. Inten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Coverage Scaling of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ral Health-Related
Behaviors

여부는 없다가 71.4%로 있다 28.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

났고, 구강보건교육경험 여부는 안 받은 그룹이 66.8%로 받

은 그룹 33.2%보다 많았다. 건강보험 치석제거 경험여부는 

있다 23.5%보다 없다가 76.5%로 더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 의향은 성별, 정기

적 구강검진여부, 구강보건교육 경험여부, 건강보험 치석제

거 경험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중 여자가 남자보다 수진 의향이 높았다. 정기적 구강검진

을 받는 경우,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치

석제거 경험이 있는 경우가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수진 의

향이 높게 나타났다(Table 1).

2. 건강보험 치석제거에 대한 개선점 및 인식

건강보험 치석제거에 대한 개선점은 연간횟수가 42.9%

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부담금 31.5%, 연령 제한 13.4%, 후

속 치료제한 12.2% 순이었다. 건강보험 치석제거에 대한 인

지도는 보통이다가 41.2%로 많았고, 건강보험 치석제거 제

도에 대한 지지도는 그렇다가 46.6%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

지하였다. 정보습득의 경로는 인터넷ㆍTV가 47.2%로 가

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으며, 건강보험 치석제거를 받지 

않은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39.0%로 가장 많았다(Table 

2).

3.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로지스틱 다중회귀분석 결과 Model I에서 성별, 소득, 정

기적 구강검진여부, 구강보건교육여부, 건강보험 치석제거 

경험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변수

를 보정한 Model II에서 소득, 건강보험 치석제거 경험여부, 

정기적 구강검진여부가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II에서 소득 200

만원 이상에 비해 199만원 이하의 OR이 3.55로 가장 큰 영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치석제거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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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

Subsequent the improvements of dental scaling

    Allotment 75 (31.5)

    Insurance coverage frequency per year 102 (42.9)

    Insurance coverage age 32 (13.4)

    Associated treatment 29 (12.2)

Recognition of dental scaling 

    Very do not know 6 (2.5)

    Do not know 35 (14.7)

    Nomal 98 (41.2)

    Know 60 (25.2)

    Very know 39 (16.4)

Advocacy of dental scaling

    Very do not advocacy 3 (1.3)

    Not advocacy 6 (2.5)

    Nomal 49 (20.6)

    Advocacy 111 (46.6)

    Very advocacy 69 (29.0)

Channels for information about of dental scaling 

    Internetㆍtelevision 93 (47.2)a

    Acquaintance 62 (31.5)a

    Dentist, dental hygienist 17 (8.6)a

    Hospital 11 (5.6)a

    Newspaper article 10 (5.1)a

    Other (local brochure, rumors...) 4 (2.0)a

The reason did not

    No time to dental scaling 71 (39.0)a

    Not feel the need for dental scaling 46 (25.3)a

    Hate the pain caused 22 (12.1)a

    Have already 17 (9.3)a

    Expensive amounts 13 (7.1)a

    Facility uncomfortable 8 (4.4)a

    Past unpleasant experiences 3 (1.6)a

    Unkindness of medical personnel 2 (1.1)a

aResults of multiple response.

Table 2. Improvement and Recognition about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Scaling

있는 경우 3.06, 정기적 구강검진을 받은 경우 2.63 순이었

다(Table 3).

고  찰

본 연구는 대상자의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건강보험 치석제거의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 의향의 분포

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기존 연구에서 

구강건강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이 

닦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강건강을 위하여 구강관리

법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더 느낀다고 보고하였다17)
. 또한 

Lee 등16)은 여자가 남자보다 의료이용횟수가 많기 때문에 

치석제거 수진 경험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 Go
22)는 치

주병에 대해 여자의 인식이 더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

로 볼 때, 성별이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율과 유의한 연관

성이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 비

해 상대적으로 치과이용이 많고 구강건강관리에 관심이 많

기 때문에 치석제거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더 높은 결과로 

생각된다. 그리고 구강보건 교육여부에 따라 수진 의향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

의 수진 의향이 높았다. 이는 Hwang
15)과 Myeong

19)
, Lee 

등20)의 연구에서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치석제거 환자의 재 

내원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Myeong
19)은 구강보건교육은 중요하며 치석제거 수진의 동

기가 될 수 있다고 하였고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지식의 습

득이 구강보건행태를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의 결

과는 양적인 측면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으나 일단 성공하

면 영구적으로 보건교육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데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치석제거와 구강보건교육

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구강보건교

육에 대한 현실적인 급여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구강보건교

육을 통해 건강보험 치석제거의 수진이 연계 될 수 있도록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건강보험 치석제거 제도에 대한 개선점으로 연간횟수가 

가장 많았다. 이는 Yoon 등12)과 Ju 등13)의 연구에서 연간 1

회 급여 적용되는 치석제거 횟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Won 등23)의 연구결과에 의하

면 치석제거 시기는 일반적으로 매 6개월이 이상적이며 치

면세균막이나 치석이 많은 사람인 경우에 3개월마다, 치면

세균막이나 치석이 잘 형성되지 않는 경우는 12개월이 적당

하다고 보고하였고 Won 등24)은 치석제거를 위한 재 내원의 

주기를 계속구강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치주수술 경험자는 

3∼6개월마다, 예방목적 치석제거는 6개월마다가 적당하

다고 보았다. 따라서 연간 급여 제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단골치과를 이용하여 치석제거 받는 경우에 대해

서는 연간 횟수를 늘려주거나 치석제거를 위한 주기적인 내

원을 유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의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주기적인 치석제거가 필요한 

계속구강관리 대상자에게 급여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구강

건강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계속구강관

리에서 치면세균막제거와 치석제거는 반드시 필요한 비외

과적 치주처치임을 감안하여 좀 더 현실적인 수가정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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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odel I Model II

Unadjusted OR (95% CI) Adjusted OR (95% CI)

Gender

    Male 1

    Female 1.84 (1.00∼3.35)*         -

Age (y)

    20∼33 1

    34∼64 0.89 (0.50∼1.59)         -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1

    ≥University 1.65 (0.87∼3.03)         -

Monthly income (10,000 KRW)

    ≥200 1 1

    ≤199 2.64 (0.89∼10.46)*** 3.55 (1.01∼12.56)*

Whether to regular dental check-up 

    No 1 1

    Yes 4.06 (1.74∼9.46)*** 2.63 (1.05∼6.59)*

Whether to have oral health education

    No 1 1

    Yes 2.20 (1.11∼4.35)* 1.57 (0.76∼3.26)

Whether to experience scaling 

    No 1 1

    Yes 4.53 (1.72∼11.97)** 3.06 (1.09∼8.54)*

Model I: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Model II: multi variable logistic regression,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KRW: 
Korean Won.
Each odds ratio adjusted for gender, age and educational level simultaneously.
*p＜0.05, **p＜0.01, ***p＜0.001.

Table 3.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That Affect Experience of Dental Scaling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 치석제거를 안 받은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Ju 등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

다. 한편, 급여 적용 이전에 시행한 Yoon 등12)의 연구에서 

치석제거를 받지 않은 이유는 치료비가 비싸서, 필요성이 

없어서가 많은 분포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

준다. 이는 급여적용 이전과 이후의 치석제거를 안 받는 이

유에 대한 응답분포가 달라졌음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본

인부담금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급여 적용 이전

에는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 비급여 치석제거의 높은 비용

부담 때문에 미수진율이 높았고 급여 적용 이후에는 비용부

담이 감소되어 받지 않은 이유가 달라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치석제거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수진 의향을 높여주

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시간적인 제

약이 있는 경우 주말이나 야간 시간 등 원하는 때에 예약이 

가능한 곳을 알려주는 의료기관 안내 포털시스템을 구축하

거나 의료기관에서 내부홍보물을 개발하여 치석제거 필요

성의 인지를 높여주는 홍보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치석제거에 대한 정보를 적

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개인

별 홍보 프로세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로지스틱 다중회귀분석으로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Model I의 유의한 독립

변수를 모두 보정한 Model II에서 정기적 구강검진, 건강보

험 치석제거 경험,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Model II에서 정기적 구강검진, 건강보험 치석제

거 경험의 연관성은 유지되고 OR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

는데 이는 독립변수들이 수진 의향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각각 달라 희석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소

득은 Model I에 비해 Model II에서 OR이 좀 더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 다른 변수를 보정한 후에도 치석제거 수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소득이 199만원 이하일 때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Won 등24)과 Jeon 등25)
 그

리고 Jang과 Choi
26)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의료기관 이용

률도 낮아진다고 보고하였고 Yoon 등12)은 소득과 교육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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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수록 치석제거 경험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여 본 연

구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Lee 등16)의 연구에서 

소득이 낮은 경우 치석제거 필요자율이 높고 치석제거 수진

자율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유추해 볼 

때,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치석제거 수진 의향이 높게 나타

난 이유는 후속치료 없는 전악 치석제거의 건강보험 급여 

항목 전환으로 본인부담금이 축소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본인부담금의 축소로 인해 저소득층의 필요욕구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경제적인 제약으로 구강건강관리를 소

홀히 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치과의료이용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보험의 급여정

책이 치료항목보다 예방치료항목의 급여를 보장하여 국민

의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 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

을 강조하는 한편, 본인부담금 인하정책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보험 치석제거 경험이 있는 경우 치석제거 수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o 등18)의 연구에서 과

거 치석제거 수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수진 경험이 없는 사

람 보다 향후 치석제거를 받겠다는 의향이 더 많다고 보고

한 결과와 Kim
27)의 연구에서 치석제거 경험이 재방문 의향

을 높인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치석제거 경험이 많

은 사람일수록 치석제거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수진 의향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

서 치석제거의 새로 바뀐 제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여 미수진자의 인식을 높여주고 수진 받을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하여 치석제거의 수진율을 높일 수 있는 다 각도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정기적 구강검진을 안 받은 경우 보다 받은 경우에 건강

보험 치석제거 수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wang
15)의 연구에서 정기적 구강검진을 받는 그룹에서 치

석제거 수진 의사가 높아진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Yoon 등12)은 치석제거 경험률은 높지만 주기적인 치

석제거를 받는 경우는 낮아 구강검진을 받을 때 주기적으로 

치석제거가 필요한지를 점검 받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구강검진으로 내원할 

때마다 건강보험 치석제거를 홍보하고 교육과 권고를 통해 

치석제거의 필요성을 인지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조사 대상자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치석제거의 급여가 확대된 지 7개월 후의 시점에서 조

사한 것으로 대상자의 경험과 인식이 낮은 시점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확대해석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을 결정하는 요인을 

심도 있게 측정하지 못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의료이용 행동모형28)에 의하면 인구학적 특성, 

건강행동, 건강가치 등을 측정한 개인의 소인요인과 경제수

준, 보건의료자원을 측정한 의료가능요인 그리고 건강수준, 

질병경험을 측정한 의료필요요인에 의해 개인의 의료이용

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의료이용분석

의 틀을 적용하여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의료이용 예측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치석제거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이후에 수진율 

향상 방법을 모색하고자 치석제거 수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013년 7월부터 급여 확대된 치석제거의 수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치석제거에 대한 홍보 및 구강보건교육

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정기적인 구강

검진으로 건강보험 치석제거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

요  약

연구 대상자의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기 위하여, 2014년 2월 10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수도권(서울, 경기ㆍ인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

상 60세 미만의 성인 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건강보험 치석제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제도에 대한 개선점은 연간횟수가, 건강보험 

치석제거에 대한 인지도는 보통이다가 그리고 건강보험 치

석제거 제도에 대한 지지도는 그렇다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건강보험 치석제거를 받지 않은 이유로는 시간

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 의향은 

여자가, 정기적 구강검진을 받는 경우, 구강보건교육 경험

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치석제거 경험이 있는 경우에 유의

미하게 높았다. 로지스틱 다중회귀분석결과, 건강보험 치

석제거 수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 (OR, 3.55; p＜ 

0.05), 건강보험 치석제거 경험 (OR, 3.06; p＜0.05), 정기

적 구강검진 (OR, 2.63; p＜0.05)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건강보험 치석제거의 수진율을 높이기 위해

서는 건강보험 치석제거에 대한 홍보 및 구강보건교육을 통

하여 새로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정기적인 구강검진으

로 건강보험 치석제거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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