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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을 앞둔 치위생(학)과 졸업생의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인식조사 및 치과 건강보험 수업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업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생각과 치과 건강보험 전문치과위생
사 자격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을 사용하였으며, 학생들이
희망하는 치과 건강보험 수업은 한 학기 수업 69명 (56.1%)이고, 수업 방식은 이론수업을 더 선호했으며 63명 (51.2%), 취업
시 가장 필요한 자격증으로는 ‘치과 건강보험 청구사’ 96명 (78%)이 선택했다. 또한 치과 건강보험 청구하는 적당 직종으로
는 93명 (75.6%)이 치과위생사를 선택하였다. 요인 분석을 시행한 결과 2가지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고, 상관계수는 0.01
수준 (양쪽)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 치과 건강보험
청구인식 의지가 교육 이수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32.8%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교육 이수 의지가 자격증 취득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22.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치과 건강보험교육을 이수하려는 학
생들의 의지가 취업에서 경쟁우위를 달성하기위한 자격증 취득 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치과보험교육의 방법과
수업시간 분배 등의 변화와 국가에서 시행하는 치과 건강보험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 도입 등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employed dental hygienists (graduates) and alumni are
aware of dental health insurance and how to organize their classes for running efficient dental health insurance
courses, and therefore to suggest opinions on the introduction of professional dental hygienist qualifications. The
analyses was carried out using IBM SPSS Statistics 24.0. Sixty-nine students (56.1%) preferred one semester dental
health insurance course as two semester courses and 63 students (51.2%) preferred theoretical course as practical
course. Ninety-six (78%) students preferred dental health insurance claimants as others for their most necessary
certification. Ninety-three dentists (75.6%) thought of the dental hygienist as the appropriate occupation for dental
health insurance claim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wa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both sides) and all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The effect of subjective understanding of dental health insurance and the perception of dental
health insurance claim on students' intention to complete those courses explained 32% of the response, and the effect
of the intention to complete those courses on the willingness to earn a certificate explained 22.3%. This study reveals
the willingness of students to complete those courses to acquire qualifications in order to achieve a competitive
advantage in employment, and suggests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changing the method of
dental insurance education, varying the class time distribution, and introducing dental health insurance professional
dental hygienist qualification in the country.

Keywords : Acquisition professional license, Dental health insurance, Dental hygienists, Dental health insurance
education,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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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안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해온 치과 의료기관이 법적인 청
구방법에 익숙하지 못하고 [3], 치과 의료기관의 시간과

1.1 연구의 필요성

인력부족, 건강보험 지식 부족으로 청구가 제대로 이루

최근 몇 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의 보호와 진료비 청구

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박신영 외 [5]의 연구

심사가 강화되면서 보험청구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에서는 치과병의원은 청구업무의 고충을 설명하며 청구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치과 의료계는 치과 건강보험 청

담당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를 강

구에 더욱 관심을 높였으며, 보수교육이나 세미나에 치

조했으며, 건강보험 관련 교육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

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참여를 높였다.

다고 하였다. 남용옥 외 [6]의 연구에서는 치과 건강보험

의료기관의 개․폐업의 수가 2016년에 이르면서 개

요양급여비용 청구건수는 많아졌으나, 청구자의 교육은

업보다 폐업하는 치과 병․의원의 수가 늘어났고, 2017

미비하다고 지적하였다.
앞선 선행연구에서는 치과 건강보험 인식 관련해서

년 현재까지도 개업보다 폐업의 수가 더 많은 현상을 보
이고 있다. 2017년 4월 말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수는

급여체계 인식, 치과 건강보험인식, 심사 조정인식, 치과

3,797개소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수는 6,1688개소이다.

건강보험 인지도, 청구 담당자의 치과 건강보험 인식들

그중 치과병원은 159개소, 치과의원은 17,163개소가 운

을 다루었고 [7], [8], [9], [10], [11] 치과 건강보험의 교

영 중이다 [1]. 위 결과와 같이 치과들은 경영의 어려움

육의 필요성에 대해 요구도 조사와 정책 수립 제헌이 이

을 계속 호소하고 있으며, 문제의 해결이 잘 되지 못하면

루어졌다 [12], [13]. 다음으로는 대학생의 자격증 취득

폐업의 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돌

실태와 민간자격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이

파구 중 하나로 선택한 것이 치과 건강보험청구를 제대

루어졌으며 [14], [15], [16], [17], [18], 치위생(학)과 학

로 알고 청구하려는 노력이다. 그러기 위해서 치과들은

생의 교육현황과 인식 및 치과대학 건강보험 관련 교육

치과위생사나 데스크 업무를 보는 치과조무사도 보험청

실태 연구가 이루어졌다 [19], [20], [21]. 마지막으로는

구 자격증 시험에 많이 응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치과 건강보험 청구 인력 자격제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보험청구 자격증을 가진 신입을 선호한다는 공고를 내기

치과 청구 인력 확보를 강조했다 [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 전 치과 건강보험 교육을 받

도 한다.
보험 청구에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우

은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 보험 청구에 대한 인식을 조사

리 사회의 노인 인구가 늘어났고, 앞으로도 초고령화 사

하고, 현 치위생(학)과의 치과 건강보험 수업 현황을 살

회를 앞두고 있으며, 비급여 수입원인 틀니와 임플란트

펴보면서, 학생들의 수업 운영 후 느끼는 주관적 의식과

등의 보험적용으로 인한 병원의 청구 판도가 바뀐 것 때

치과 건강보험청구 관련 자격증에 대한 의견 및 수업 운

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심이 높은 치과의사와 반대로

영방식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연구의 방향을 진행하고자

보험 청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수납과 서류상 업무를

한다.

부담스러워하고, 모르는 부분을 심사 평가원이나, 보험
청구 카페 등을 이용해 문의하면서 청구를 하고 있는 실

1.2 연구의 목적

정이다. 매년 바뀌는 정책 또한 청구업무를 담당하면서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을 앞둔 치위생(학)과 졸업생의

진료를 시행해야 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인식조사 및 치과 건강보험 수업

가온다.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업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

2017년 6월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은 요양기관 현지

이 좋은지에 대한 생각과 치과 건강보험 전문치과위생사

조사를 계획 중이다. 그중 치과도 4개소가 포함되어있

자격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다. 현지조사의 선정사유는 입⦁내원일 수의 거짓 증일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요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양급여비용 청구, 실제 진료(투약) 하지 않은 행위의 거

1. 치과 건강보험 관련 인식과 치과 건강보험 전문 인

짓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등이다 [2]. 이렇게 보험 청구

력 자격 관련 인식에 대하여 알아본다.

에 위험을 알면서도 위법을 저지르게 되는 이유는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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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와 치과 건강보험 청

구 인식을 탐색적 요인 분석하였다.
3)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와 치과 건강보험 청

구 인식에 대하여 알아본다.
3. 자격증 취득 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치과 건강보험

구 인식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크롬바 알파
(Cronbach's α)로 분석하였 다.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 도입에 관하여 생각해 본다.

4)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와 치과 건강보험 청
구 인식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5) 학점 취득 의지에 따른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

2. 연구방법

해도, 치과 건강보험 청구 인식을 ANOVA로 분

2.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석하였다.

치위생(학)과 교육현황에 대해서는 전체 82개 치위생

6)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 치과 건강보험 청구

(학)과 중 3년제 48개교, 4년제 23개교를 조사하였다. 치

인식 의지가 교육 이수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

위생(학)과 학생의 치과 건강보험 인식조사는 강원도 2

중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7) 학점 취득 의지가 자격증 취득 의지에 미치는 영

개교의 졸업반 학생들로 2017년 6월 수업을 마친 후 3
학년 98명, 4학년 27명으로 총 125명 중 123명을 조사

향을 단순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5 연구모형
2.2 연구도구
설문지 구성은 김영경 [19], [20]의 설문을 재구성하
여 수업 진행 관련 의견 3문항, 치과 건강보험 관련 인식
7문항, 치과 건강보험 수업 후 주관적 이해도 6문항, 치
과 건강보험 전문 인력 자격 관련 인식 4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크롬바 알파(Cronbach's α)값은 .799로 .6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2.3 National dental health insurance
education status

전 문 인력 자격 관련인식

3 years
2-2
2

3-1
23

4-1
10

3-2
13
4 years
4-2
9

3.1 치과 건강보험 관련 인식과 치과 건강보험

3-1,2
10
4-1,2
4

Total

강원도 2개교는 3년제, 4년 제로 구성되어 있고, 두

48

학교 모두 1학기에 치과건강보험 수업이 있다. 두 학교

Total

졸업반 학생들은 치과 건강보험 수업 희망하는 학기는

23

한 학기 수업 69명 (56.1%), 두 학기 수업 54명 (43.9%)
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업 방식은 이론수업 63명

2.4 통계처리 방법

(51.2%), 실기 수업 60명(48.8%)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을 사용하였

업에 가장 필요한 자격증으로는 치과 건강 보험청구사
96명 (78.0%), 병원 사무 관리사 12명 (9.8%), 치과 코

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디네이터 7명 (5.7%), 치과 감염관리사 8명 (6.5%)으로
1) 희망 학기, 중요 수업방식, 취업에 가장 필요한 자

나타났다. 다음으로 치과 건강보험청구 적당한 직종으로

격증, 치과 건강보험청구 적당 직종 인식을 빈도

는 치과위생사 93명 (75.6%), 치과 조무사 18명

분석하였다.

(14.6%), 기타 대행업체 7명 (5.7%), 치과의사 5명
(4.1%)을 나타냈다<Table 1>.

2)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와 치과 건강보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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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cognition of dental health insurance-related
and dental health insuranc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N=123
Variable

deration of
course

도가 낮은 항목을 제거하고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의 회전은 베리

%

멕스를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들 간의 적절성을 나타내

One semester class

69

56.1

Two semester classes

54

43.9

123

100.0

Theory course

63

51.2

것을 알 수 있었고, Bartlett 값은 P < .05이면 대각 행렬

Practical course

60

48.8

이 아님을 의미하는데 본 요인 분석에서는 P = .000을

123

100.0

나타내어 요인 분석의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결과로 나

Dental health insurance claimant

96

78.0

Dental Practice Management Officer

12

9.8

Total

Total

Subjects

n

출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라 문항을 대입하여 그중 관련

The most
necessary
qualifications
for
employment

Dental coordinator

7

5.7

Dental infection manager

8

6.5

123

100.0

5

4.1

Occupations
suitable for
dental health
insurance
claims

Dental hygienist

93

75.6

Dental assistant

18

14.6

7

5.7

123

100.0

Total
Dentist

Other agency
the others

는 KMO 값은 .729를 나타내었다 KMO 값이 일반적인
.5보다 크기 때문에 요인 분석을 실행함에 적절하다는

온 변수는 회귀로 저장하였다.
다음으로 크롬바 알파(Cronbach's α)로 신뢰도를 분
석한 결과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는 .886이고, 청
구인식은 .712로 .6이상의 수치를 나타내어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Dental health insurance subjective understanding
and dental health insurance claim recognition
Variable

1

preservation

A

B

* A: Dental health insurance claimant
B: Dental Practice Management Officer
C: Dental coordinator, D: Dental infection manager

Root canal

.807

Oral Surgery

.786

Periodontal

.777

Prosthesis

.765

Extraction

.724

Cronbach's α

.886

Importance of billing ability

.832

usefulness for getting a job

.781

Employment association

.744

KMO와 Bartlett = .729 p= .000

Fig. 1. certificate

2

.857

.712

***

*p<.05, **p<.01, ***p<.001
** A: Subjective understanding
B: Awareness of insurance claims

3.3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 치과 건강
보험 청 구 인식 상관분석
앞서 시행된 설문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요인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방법은 피어슨(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여 변수

* F: Dentist, G: Dental hygienist,
H: Dental assistant, I: Other agency

간의 인과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Fig. 2. A job suitable for a claim

이해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관 계수는 0.01 수
준 양쪽에서 유의하고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2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와 치과 건

<Table 3>. 다음으로 과 건강보험 청구 인식의 상관관계

강보험 청구 인식 요인 분석

를 분석한 결과 또한 성관 계수는 0.01 수준 양쪽에서

변수들 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

유의하고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4>.

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개의 요인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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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관성이 높다’ 항목에서 F = 7.686, P =.000으로 유

Table 3. Subjective understanding of dental health
insurance
preservati
on
A

Root
canal
.773**

1

의하게 나타났고,‘ 치과 보험청구 과목이 취업에 도움을

Extracti
on

Oral
Periodont Prosthesis
Surgery
al

준다’라는 항목은 F = 4.988, P = .001로 유의하게 나타

.595**

.544**

.512**

.644**

났다. 다음으로 ‘ 임상에서 치과 건강보험 청구 능력은

**

**

**

**

B

.773

1

.463

.534

.490

.517

중요 하다’라는 항목은 F = 12.978, P =.000으로 유의한

C

.595**

.463**

1

.662**

.569**

.444**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D

.544**

.534**

.662**

1

.674**

.441**

E

**

.512

**

.490

**

.569

.674

1

.603**

F

.644**

.517**

.444**

.441**

.603**

1

**

**

Table 5. Subjective understanding of dental health
insurance according to intention to complete
courses

*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at 0.01 level (both sides).
** A: preservation B: Root canal, C: Extraction,
D: Oral Surgery, E: Periodontal, F: Prosthesis

intention to
complete
courses

Table 4. perception of dental health insurance claim
Employment
association

Claim
capability
significance

Help with
employment

intention to
complete
courses

A

N

Mean

SD

Very low

2

2.00

.000

low

4

2.25

.957

usually

34

2.71

.579

high

66

3.00

.679
.931

Very high

17

3.35

A

1

.544**

.347**

.421**

Total

123

2.93

.737

B

.544**

1

.480**

.497**

Very low

2

2.00

.000

C

.347**

.480**

1

.343**

low

4

2.25

.957

D

**

**

usually

34

2.79

.770

high

66

3.03

.656

Very high

17

3.24

.903

Total

123

2.95

.756

2

2.50

.707

low

4

2.25

.957

usually

34

2.85

.610

high

66

3.09

.717

Very high

17

3.53

.874

Total

123

3.05

.756

2

2.50

.707

low

4

2.25

.957

usually

34

2.74

.618

high

66

3.05

.711
.928

.421

.497

**

.343

B

1

*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at 0.01 level (both sides).
** A: Employment association
B: Claim capability significance
C: Help with employment,
D: intention to complete courses

Very low

C

3.4 학점 이수 의지에 따른 치과 건강보험 주
관적 이 해도와 치과 건강보험 청구 인식

Very low

학점 이수 의지에 따른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
를 분산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

D

과 구강외과를 제외한 보존, 근관, 발치, 치주, 보철의 이

Very high

17

3.12

해도는 p < .05 이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Levene 통

Total

123

2.93

.744

계량으로 동질적 집단 여부 값 1.96을 넘었고, 사후 분석

Very low

2

2.00

.000

low

4

2.25

.957

usually

34

2.74

.618

high

66

2.97

.701

Very high

17

3.12

.928

Total

123

2.89

.738

2

2.00

.000

low

4

2.25

.957

usually

34

2.76

.606

high

66

3.12

.734

Very high

17

3.41

.939

Total

123

3.02

.779

인 Scheffe 분석한 결과 집단 간의 크기는 동일하지 않
E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존은 F = 4.423, P =.002 , 근관
F = 2.2982, P =.022, 발치 F = 4.098, P = .004, 구강외
과 F = 2.382, P = .058, 치주 F = 2.577, P = .041, 보철

Very low

F = 4.586, P = .002를 나타내었다 <Table 5>.
다음으로 학점 이수 의지에 따른 치과 건강보험 청구

F

인식 분석 결과 p < .001 이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 사후 분석인 Scheffe 분석한 결과 집단 간의 크기는
동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p<.01, ***p<.001
** A: preservation B: Root canal, C: Extraction,
D: Oral Surgery, E: Periodontal, F: Prosthesis

‘치과 보험청구 과목이 임상에서 치과위생사의 직무

390

F

P

**

4.423 .002

*

2.2982 .022

**

4.098 .004

2.352 .058

*

2.577 .041

**

4.586 .002

치과 건강보험 교육이 자격증 취득에 미치는 영향

Table 6. Perception of dental health insurance claims
by intention to complete course
intention to
complete
courses

A

B

C

N

Mean

SD

Very low

2

3.00

low

4

4.25

F

Table 7. Effects of subjective understanding of Dental
Health Insurance and perception of insurance
claim on intention to complete courses

P

variable

B

SE

β

t

1.414

Understanding

.253

.060

.318

4.254

.500

Awareness of
insurance claims

.379

.060

.476

6.358

usually

34

4.06

.694

high

66

4.39

.605

Very high

17

4.88

.332

Total

123

4.34

.675

Very low

2

2.50

.707

low

4

4.00

.000

usually

34

3.74

.666

high

66

4.11

Very high

17

4.47

.825
.717

Total

123

4.02

.804

Very low

2

2.50

.707

low

4

4.25

.500

usually

34

3.74

.618

high

66

4.27

.669

Very high

17

4.82

.393

Total

123

4.17

.732

7.686

.000***

P
.000***

2

F = 29.261 R = .328 DW = 2.204

3.6 학점 이수 의지가 자격증 취득 의지에 미
치는 영향
.001**

4.938

학점 이수 의지가 자격증 취득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자격증 취득
의지로 하고 독립변수로는 학점 이수 의지를 투입하였
다. 그 결과 모든 변수 간의 유의 확률은 P = .000으로

12.978

유의하였고, R = .472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

.000***

관계를 나타내었고, R2 = .223으로 자격증 취득 의지에
22.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Durbin-Watson의 수치는
1.851로 2에 가까워 독립적으로 나타났고, 회귀식에서 F

*p<.05, **p<.01, ***p<.001
** A: Employment association, B: Help with employment,
C: Claim capability significance

값은 34.556, 유의 확률은 P =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으며, VIF 값은 1.000 으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
선성의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Y = β0 + β1 X'와 같

3.5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 치과 건강
보험 청 구 인식이 학점 이수 의지에 미
치는 영향

즉 상수 2.571, 독립변수인 X에 해당하는 계수는 .418이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 치과 건강보험 청구 인

므로 회귀식은 Y = 2.571 + 0.418이고 Y값은 .0278(하

은 회귀식을 구성하는 상수와 계수를 확인 할 수 있다.

식이 학점 이수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값) ̴ .559(상한값) 사이에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학점 이수이고

다. 결과를 확인하면 학점 이수 의지가 증가함에 따라 자

독립변수는 요인 분석에서 회귀식으로 저장한 변수를 사

격증 취득 의지는 .418의 기울기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수 간의 유의 확률

있다 <Table 8>.

은 P = .000으로 유의하였고, R = .573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R2 = .328로 회

Table 8. The Influence of intention to complete courses
on the willingness to earning certificate

귀선이 학점 이수 의지에 대해 32.9%를 설명하였다. 그
리고 잔차에 독립성을 검토하는 Durbin-Watson의 수치

variable

B

SE

는 0 ̴ 4까지의 값을 가지며 2에 가까우면 독립적이라 할

(Constant)

2.571

.272

수 있는데 분석 결과 Durbin-Watson의 수치 2.204로 2

intention to
complete courses

.418

.071

에 가까우므로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회귀식에서 F

β

t

P

9.445
.472

5.887

.000***

2

F = 34.656 R = .223 DW = 1.851

= 29.261, 유의확률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VIF 값은 1.000 으로 10 미만이므로 다중 공선성
의 문제가 없었다. 회귀식은 Y = β0 + β1 X1 + β2 X2

4. 고찰

로 학점 이수의지 = 3.748 + .253 (이해도) + .379(청구
인식)을 나타냈다 <Table 7>.

치과 건강보험 보장 성 확대는 2009 ̴ 2017까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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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치석제거, 노인틀니, 임플란트, 치아 홈 메우기

어 한 학기 수업은 운영 면에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등을 확대시켰고, 2018년 10월에는 12세 이하의 충치

못한다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로 두 학기의

치료를 광중합 레진으로 진행하는 것도 보험적용 계획에

수업 운영이 학생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나타낼

있다. 고액 비급여 비용의 해소와 증가 억제를 위해 매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학생들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정책이 적용되어 환자들에게 제공된다. 하지

분포이지만 수업의 구성 선택에서 ‘한 학기’ 수업을 더

만 임상에 있는 치과 의료인이 매번 바뀌는 정책을 올바

선택하여 학생들의 의견과는 맞지 않았다.

로 적용하는 것도 힘들고, 사회 초년차인 신규 치과위생

서화정 외 [18]는 보건의료 관련 학과 학생들은 동일

사의 경우 임상을 배우느냐 보험 청구를 신경 쓰지 못한

계 취업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을

다. 그러다 연차가 오르고서야 보험 청구를 시작하게 되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하는 막막함이 보험을 꺼리는

에서도 학생들은 교육 이수에 의지가 높고, 자격증 취득

분야로 보게 만든다.

까지 의지를 나타낸 것은 교육과정 끝에 학생 전체에게

한동안 병원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비급여 진료나 수

자격증 시험을 보도록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술보다는 보험 청구에 의존하는 병원들이 많아졌다. 그

이렇듯 치과계도 보험 관련 자격증을 원하고, 학생들

로 인한 부작용으로 부당청구가 생기기도 하고, 보험청

도 학점 이수 의지가 높고, 취업에 보험 관련 자격증이

구의 실력 부족으로 많은 삭감이 생겨 고민을 토로하는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치과위생사들을 볼 수 있다. 또한 본인이 하는 청구가 잘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지 말고 학교들이 연합하여 공통의

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치과

조건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고, 자격증을 부여

건강보험청구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져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본 연구에서 취업에

서 학생들의 취업 시 보험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

는 연관성도 높고,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치과보험청구

가 많아졌고, 학생들 또한 실습을 다녀오고 나면 보험의

가 중요하다고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어도 학생들 주관적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된다고 토로하였다. 하지만 결론

이해도는 학점 이수 의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

은 ‘너무 어렵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다면 안세연 외 [22]의 연구에서 제안한 것처럼 치과 건

기존 연구에서 치과위생사가 치과 건강보험청구를 하

강보험 청구 인력 자격제를 국가 자격제로 도입하여 치

는데 적당한 직종이라고 생각하는 비중 이 높았다[11],

과 보험 청구에 적성이 맞는 학생은 치과 보험청구 전문

[20]. 본 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가 치과 건강보험 청구

치과위생사로 선발하고, 병원에 취업 후 본인의 능력을

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학생은 93명 (75.6%)이었고,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렇게 되면 오랫

류혜겸 외 [11]의 연구 결과에서는 치과보험 청구는

동안 임상만 한 치과위생사의 보험 청구에 대한 부담을

80.4%, 김영경 [20]의 결과에서 74.4%가 치과위생사가

줄여줄 수도 있고, 병원 입장에서는 부당청구나 허위 청

청구하는 적이 적당하다고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고,

구 등 모르고 저지르는 범죄로부터 조금은 안전할 수 있

경험이 많을수록 산정이나 인식을 받아들이는 이해도가

으며, 치과 보험청구 전문 치과위생사는 임상에서 실력

높아진다고 하였다 [11]. 이 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치과

을 쌓아서 진출하고 싶다면 나중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수업을 이해하는 주관적 이해도가 아주 높지

에 서 좀 더 실력 있는 업무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보험

러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시간과 제도의 도

청구의 능력을 요구하는 치과계의 취업 준비생으로서 학

입 등 맞춤식 교육과정이 시행되어야 하겠다.

생들이 ‘ 어린 연차니까’, ‘ 보험은 어려우니까’ 등으로
포기를 하게 할 수는 없다. 앞선 연구에서는 치과대학과

5. 결론 및 제언

치위생과 학생들은 치과 건강보험 교육이 시간이 부족하
고, 치과 대학생들은 청구 실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
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20],[21]. 본 연구자가 수업을 운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을 앞둔 치위생(학)과 졸업생의

영함에 있어 학생들은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과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인식조사 및 치과 건강보험 수업

목으로 느끼는 것을 보았고, 치과 보험청구의 수업에 있

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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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생각과 치과 건강보

격증 취득 의지를 알 수 있었으며, 현 치과계의 상황과

험 전문치과위생사 자격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학교 교과과정의 운영을 살펴보는 것으로 치과 건강보험

위해 시행되었고 설문대상은 강원도 2개교의 졸업반 학

청구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에 의의가 있

생들로 2017년 6월 수업을 마친 후 3학년 98명, 4학년

다고 생각한다. 치과보험청구 전문 치과위생사를 별도로

27명으로 총 125명 중 123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결

선발하는 것보다 치과위생사에게 한 단계 upgrade 하는

과는 다음과 같다.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치과 입장에서 인건비 추가 부담
이 없으면서, 청구 누락을 줄여 손실 비용을 효과적으로

1) 학생들이 희망하는 치과 건강보험 수업은 한 학기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한다.

수업 69명 (56.1%)이고, 이론수업을 더 선호했으

향후 연구에는 교육 현황별로 비교하는 연구를 해 보

며 63명 (51.2%), 취업 시 가장 필요한 자격증으로

는 것과, 치과 건강보험 전문 치과위생사의 도입에 대한

는 ‘치과 건강 보험청구사’ 96명 (78%)이 선택했

의견을 치과위생사 상대로 연구해 보는 것을 제안해 본다.

다. 또한 치과 건강보험 청구하는 적당 직종으로는
93 명 (75.6%)이 치과위생사를 선택하였다.
2) 요인 분석을 시행한 결과 2가지 요인을 추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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