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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current state of health insurance education provided to dentists and personnel in charge of insurance claim as well 

as the effects of experiences in education on their knowledge of health insurance standard and actual application. As a result of analysis on 100 

data sheets related to dentistry and 100 data sheets related to personnel in charge of insurance claim (a total of 200 data sheets), following results 

were generated. Insurance claim personnels showed higher score than dentist in knowledge of health insurance standard and it was significant 

statistically. Knowledge of insurance claim personnel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educational experiences, in health insurance for the latest 

three years and average hours of education per session whereas that of dentists did not indicate any significant differences. The level of practical 

application of dentist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experiences in insurance claim, and that of insurance claim personnel 

significantly varied (p＜0.05) depending on age, experiences of insurance education and average hours of education. The longer average hours 

of education, the higher level of practical application. Experiences of insurance education turned out to affect on the knowledge of health insurance 

standard significantly (p＜0.05) on the part of dentists and insurance claim personnel, and the level of experiences in insurance claim and 

knowledge of health insurance standard on the part of dentists and insurance claim personnel turned out to affect on practical application 

significantly (p＜0.001). Judging from the result, continuous education needs to be conducted in order to enable dentists and insurance claim 

personnel to maintain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health insurance and practic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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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

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며, 국민건강보험

법 제 42조에 의해 치과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은 

개설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되고, 정당

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1)
.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에 의해 요양급여

에 대한 진료 후 진료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

구를 해야 하는1)
 ‘제 3자 지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진

료비 지불 방법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도(fee-for-service)’란 요양기관에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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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별로 가격(수가)을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

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이다2)
.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

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은 심사과정을 거쳐 그 결

과를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되어있

다. 통보받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사평가원

에서 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된다1)
. 

최근 치과영역의 건강보험은 신설되는 항목이 늘어나고 

급여 인정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동일 행위에 대

해서도 매년 다른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건강보험제도와 더불어 요

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임상에 근무

하는 보험청구 담당자 및 진료의사의 건강보험제도와 요양

급여비용의 산정기준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정확한 요양급

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기관에서 시행

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심사결과통보서를 확인 후 삭감, 조정된 내

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의료행위와 비교하여 

부당한 결과인 경우 보험청구 담당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평가원에 그 결과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여 부당하게 삭

감되거나 조정되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 치과위생사의 치과건강보험에 관한 지식 및 청구실

태에 관해 조사한 Moon
3)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 대부분은 

심사결과통보서를 확인하고 있었지만 심사결과통보서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4.8%에 불과

하였고, 심사조정의 이유로 ‘특수사항 미반영(32.3%)’이 가

장 많아 보험청구 담당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지식

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진료기록 미비가 26.9%, 진

료의사의 인식부족이 20.4%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치과의

사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지식과 실천에 관련된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3)
. 치과의사의 지식수준 및 진료기록부 작

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Chang 등4)은 진료비 심사청구 

및 실사관련 불이익을 피하려면 의사가 수시로 바뀌는 법과 

제도를 잘 숙지하고 진료기록부를 철저히 작성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보험청구 담당자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은 많이 언급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나

라의 요양급여비용 지불방식 및 체계로 볼 때 청구자 뿐 아

니라 치과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보험진료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그리고 향후에

는 더욱 보험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험청구 담당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식수준과 청

구실태 및 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나5-11)
 치과의사의 건강

보험교육의 실태파악이나 요구도에 관한 연구12-14)는 많이 

이루어진 반면, 치과의사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식수준

과 건강보험 실무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거의 

없고, 보험청구담당자와 치과의사의 요양급여비용 산정지

식과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자들은 요양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

청구 담당자와 치과의사를 별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는 

판단에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와 건강보험 청구

담당자들의 건강보험관련교육의 참여 실태와 건강보험관

련 교육경험이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 지식과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

탕으로 효율적인 건강보험 관련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이번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이번 연구의 표본은 임의추출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2015년 6월 23부터 9월 30일까지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

한 전국에 소재한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와 보

험청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치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상으로 연구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고, 설문참여

에 대한 의사를 물어 참여에 동의하는 자에 한하여 설문지

를 직접 또는 e-mail, fax 등을 통하여 배부한 후 응답자가 

자기기입방식으로 작성하게 하고 회수하였다. 배부한 설문

지는 치과의사용 152부와 보험청구 담당자용 152부로 총 

304부이며 226부가 회수되었다. 치과의사용 설문지가 회수

되지 못한 요양기관의 설문 6부와 불성실한 응답이나 결측

치가 많은 설문 20부를 제외하고 총 200부(100개 요양기관)

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남서울

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진행

되었다(NSU-150512-1).

2. 연구도구

설문지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문항, 건강보험교

육관련 특성 19문항, 요양급여 산정의 지식수준 측정 14문

항,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 측정 6문항으로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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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특성

연령, 직종, 거주지, 근무병원 규모, 치과임상경력, 보험청

구 경력, 치과의사 1인당 1일 평균 총 진료 환자수, 치과의사 

1인당 1일 평균 보험진료 환자수, 원 내 보험청구 담당자를 

묻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치과건강보험 교육관련 특성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 교육참여 여부, 교육참여 이유, 

교육 참여횟수, 교육 1회당 평균 교육시간, 교육의 업무 도

움 정도, 교육주체, 교육형태, 교육 필요성 인식 여부, 향후 

건강보험 교육 참여의사, 건강보험 청구관련 수료증 습득 

여부 및 종류, 건강보험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 습득경로를 

묻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요양급여비용 산정지식

Hong
15)의 연구에서 사용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 지식도 검증 측정도구와 Song
8)의 연구에서 사용한 건

강보험 심사지침에 대한 지식도 측정도구를 참고하고 2012년 

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최신고시를 참고하여 이번 연구

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구성하였다. 최근 3년 동

안 신설 또는 변경된 연 1회 치석 제거, 급여 틀니, 치과임플

란트, 금연치료,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한 산정기준 5문항과 

최근 3년 동안 산정기준의 변화가 없었던 진찰료, 마취료, 

방사선촬영료, 기초진료, 보존치료, 보철치료, 근관치료, 외

과치료, 치주치료에 대하여 묻는 질문 9문항을 합해 총 14문

항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는 각 질문에 대하여 ‘그

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로 응답하였고, 오답과 ‘잘 모

르겠다’는 0점, 정답인 경우 1점을 부여한 후 합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수준

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에서 지식수준에 관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0.775였다.

4)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

Kim
16)이 개발한 보험수가 실천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이

번 연구자가 건강보험 수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구와 교육

경험이 있는 치위생학과 교수의 자문을 통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진료비 누락방지를 위한 진료기록부 작성, 보

험청구 담당자 또는 진료 스텝에게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에 대한 설명 여부, 진료 후 진료에 대한 청구내용 확인 여

부, 심사결과통보서 확인 여부, 건강보험 산정기준을 참고

한 진료 시행 여부,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의문사

항 확인여부에 관해 묻는 치과의사용 질문 6문항과 진료기

록 누락 여부 확인, 다른 스텝에게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에 대한 설명,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의문사항 확인 여부, 

심사결과통보서 확인 여부, 삭감·조정내역 발생 시 후속조

치 시행 여부, 차후 청구 시 반영 여부를 묻는 건강보험청구 

담당자용 질문 6문항으로 나누어 구성된 질문에 치과의사

와 건강보험청구 담당자가 각각 응답하게 하였고, ‘매우 잘

하고 있다’에 5점, ‘전혀 못한다’ 1점을 부여하는 5점 Likert 

척도를 적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보

험실무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에서 건강보험 실

무 적용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치과의

사 Cronbach’s =0.884, 보험청구 담당자 Cronbach’s = 

0.869였다.

3. 분석방법 

수집한 자료는 연구 목적에 따라 IBM SPSS Statistics 

ver. 20.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보험교육 관련 특성 및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지식수준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

시하고, 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지식수준 및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에 대한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

적 특성 및 건강보험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수준과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에 대

한 차이 검증은 t-test 또는 ANOVA를 실시하고,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Scheffe’s test를 이용

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지식과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및 교육관련 특성 

치과의사의 연령은 40∼49세가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보험청구 담당자의 연령은 30∼39세가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년 이상 임상경력을 가진 치과의사가 39%

로  가장 많았고, 5년 미만 임상경력의 치과의사가 2%로 가

장 적었다. 

보험청구 담당자의 임상경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6%로 가장 많았고, 5년 미만 임상경력을 가진 보험청구 담

당자는 7%로 가장 적었다.

치과의사의 45%는 보험청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고, 보험청구 담당자의 75%는 10년 미만의 보험청구 경력

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청구 담당자는 치과위생사 82%, 원내 기타 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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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and Insurance-Related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Dentist
Insurance claim

personnel

General characteristic

    Age (y)

        ≤29
        30∼39
        40∼49
        50∼59
        ≥60

0 (0)
30 (30.0)
34 (34.0)
32 (32.0)

4 (4.0)

20 (20.0)
57 (57.0)
20 (20.0)

3 (3.0)
0 (0)

    Type of institution

        Dental clinic
        Dental hospital
        General hospital

94 (94.0)
5 (5.0)
1 (1.0)

94 (94.0)
5 (5.0)
1 (1.0)

    Clinical career (y)

        0∼5
        6∼10
        11∼14
        15∼19
        ≥20

2 (2.0)
20 (20.0)
27 (27.0)
12 (12.0)
39 (39.0)

7 (7.0)
36 (36.0)
30 (30.0)
16 (16.0)
11 (11.0)

    Claim career (y)

        No
        ＜5
        5∼10 
        ＞10 

45 (45.0)
16 (16.0)
17 (17.0)
22 (22.0)

0 (0)
48 (48.0)
27 (27.0)
25 (25.0)

    Insurance claim personnel

        Dentist
        Dental hygienist
        Ad-Nurse 
        Others

4 (4.0)
82 (82.0)

6 (6.0)
8 (8.0)

4 (4.0)
82 (82.0)

6 (6.0)
8 (8.0)

Education characteristic

    Education experience

        No
        Once
        Twice
        Three times
        Over four times

31 (31.0)
24 (24.0)
21 (21.0)
12 (12.0)
12 (12.0)

19 (19.0)
13 (13.0)
17 (17.0)

9 (9.0)
42 (42.0)

    Average education (h)a

        1∼3
        3∼5
        5∼7
        ≥7

38 (55.1)
20 (29.0)

9 (13.0)
2 (2.9)

35 (43.2)
29 (35.8)
16 (19.8)

1 (1.2)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aNumber of dentist=69; number of insurance claim personnel=81.

8%, 조무사 6%, 치과의사 4% 순으로 치과위생사가 주로 

보험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의 69%, 보험청구담당자 81%는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 관련 교육에 1회 이상 참여했다고 응답했고, 치과

의사의 31%, 보험청구 담당자의 19%는 최근 3년 동안 건강

보험 관련 교육에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Table 1). 

2. 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식수준

최근 3년 이내 신설 또는 변경된 행위에 대한 산정기준

(A)을 묻는 치석 제거, 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금연치료, 

치면열구전색술의 5개 문항의 지식수준은 치과의사 2.14점, 

보험청구 담당자 2.81점으로 보험청구 담당자가 치과의사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 동안 변경

이 없었던 행위에 대한 산정기준(B)을 묻는 9개 문항의 지

식수준도 치과의사 5.10점, 보험청구 담당자 7.44점으로 보

험청구 담당자의 지식수준이 치과의사 지식수준보다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Table 2, 3).

최근 3년 이내 신설 또는 변경된 행위에 대한 산정기준을 

묻는 6개 문항에 대한 응답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된 항목인 

금연치료에 대한 정답률이 치과의사 15%, 보험청구 담당자 

30%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가장 먼저 변경된 치면열구전

색술 산정기준에 대한 정답률이 치과의사 56%, 보험청구담

당자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산정기준의 변화가 없었던 행위에 대한 응

답 중 치과의사는 구강내소염술 산정기준에 대한 정답률이 

24%, 보험청구 담당자는 치주치료의 동일 부위 재시행 산

정기준에 대한 정답률이 31%로 가장 낮은 지식수준을 보였

다. 치과의사와 보험청구 담당자 모두 동일부위 마취 시 이

종의 마취를 각각 시행한 경우에 대한 정답률이 각각 86%, 

97%로 14개 문항 중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Table 2).

3.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지식수준

치과의사의 연령, 임상경력, 보험청구경력, 건강보험교육 

참여횟수와 평균교육시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지식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보험청구 담당자의 연령, 임상경력, 보험청구경력, 건강

보험교육 참여횟수와 평균교육시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지식수준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건강보험교

육 참여횟수(p＜0.001)와 평균교육시간(p＜0.05)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건강보험교육에 4회 이상 참여한 그룹

(11.26±1.86)의 지식수준이 교육참여 경험이 없는 그룹

(7.47±2.34)과 1회 참여한 그룹(8.31±2.43)의 지식수준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01;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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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nowledge of Health Insurance Standard

Variable Classification Dentist Insurance claim personnel

A Scaling Re-treatment of scaling 42 (42.0) 35 (35.0)

Denture Insurance standard 48 (48.0) 64 (64.0)

Dental implant Insurance standard 53 (53.0) 68 (68.0)

Non-smoking treatment Non-smoking treatment 15 (15.0) 30 (30.0)

Sealant Sealant re-treatment 56 (56.0) 84 (84.0)

B Medical expenses Standard of medical expenses 69 (69.0) 75 (75.0)

Anesthesia Two kinds of anesthesia 86 (86.0) 97 (97.0)

Radiation Multiple X-ray taking 66 (66.0) 75 (75.0)

Basic medical expenses Basic expenses 68 (68.0) 86 (86.0)

Simultaneous treatment Simultaneous treatment 76 (76.0) 94 (94.0)

Operative dentistry Desensitizing treatment 48 (48.0) 76 (76.0)

Prosthetics Removal of restoration 32 (32.0) 64 (64.0)

Oral surgery Incision & drainage 24 (24.0) 46 (46.0)

Periodontal treatment Re-treatment the same area 41 (41.0) 31 (31.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3. Knowledge of Health Insurance Standard of Dentist and Insurance Claim Personnel

Variable
Knowledge (A) Knowledge (B)

N M±SD t p N M±SD t p

Dentist 100 2.14±13.9 −3.536 0.001** 100 5.10±2.26 −8.918 ＜0.001

Insurance claim personnel 100 2.81±1.29 100 7.44±1.33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By independent t-test; **p<0.01.

4.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

치과의사와 보험청구 담당자의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

을 분석한 결과 치과의사(11.94±5.196)보다 보험청구 담당

자의 실무 적용수준(17.96±4.4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Table 5).

연구대상자의 연령, 임상경력, 보험청구경력, 건강보험교

육 참여횟수와 평균교육시간에 따른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

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치과의사의 청구경력(p＜0.01), 

보험청구 담당자의 연령(p＜0.05), 교육참여 경험(p＜0.01), 

평균교육시간(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룹의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의 사후검

정을 실시한 결과 보험청구 경력이 없는 치과의사의 건강보

험 실무 적용수준은 경험이 없는 경우 9.73±4.68, 5년 미만 

14.50±4.05, 5년 이상 10년 미만 14.53±5.90, 10년 미만 

12.86±4.97으로 나타나 청구경력이 없는 그룹보다 보험청

구 경력이 있는 그룹의 보험 실무적용수준이 높게 나타났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보험청구담당자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은 연령에 따라 

29세 미만 16.00±5.94, 30∼39세 미만 17.72±4.34, 40∼49세 

미만 19.80±3.21, 50∼59세 미만 13.33±2.08로 나타나 20대 

와 30대, 50대에 비해 40대의 건강보험 실무적용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0.05; Table 6). 

5.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치과의사와 보험청구 담당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의 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강보험교육 참여경험이 많을수

록 보험청구 담당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지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Table 7).

6. 건강보험 실무적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치과의사의 보험청구 경력이 길수록, 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교육시간이 3시간 미만

인 경우보다 3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험청구 담당자의 보험청구 경력이 

길수록,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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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Knowledge of Health Insurance Standard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Variable
Dentist Insurance claim personnel

N M±SD F p N M±SD F p

Age (y) 2.010 0.118 2.402 0.072

    ≤29
    30∼39
    40∼49
    50∼59
    ≥60

0
30
34
32
4

0.00
7.40±3.67
8.00±3.24
6.63±2.77
4.50±2.65

20
57
20
3
0

9.55±2.54
9.74±2.66

10.00±2.85
5.67±0.58

0±0.00

Clinical career (y) 0.849 0.498 1.375 0.248

    0∼5
    6∼10
    11∼15
    16∼20
    ＞20

2
20
27
12
39

6.00±2.83
7.85±3.84
7.78±3.08
7.42±4.06
6.56±2.84

7
36
30
16
11

7.57±2.64
10.11±2.43
9.73±2.70
9.38±3.10
9.45±2.84

Claim career (y) 2.006 0.118 0.795 0.454

    No
    ＜5
    6∼10 
    ＞10 

45
16
17
22

6.64±3.32
8.38±3.12
8.35±3.10
6.77±3.16

0
48
27
25

0±0
9.85±2.70
9.78±2.82
9.04±2.64

Education experience 1.498 0.209 10.834 ＜0.0011)

    No
    Once
    Twice
    Three times
    Over four times

31
24
21
12
12

6.26±3.42
6.96±3.52
8.14±3.18
8.00±2.59
8.00±2.76

19
13
17
9

42

7.47±2.34a

8.31±2.43a

9.18±2.70ab

9.33±2.96ab

11.26±1.86b

Average education (h)1) 0.451 0.717 3.899 0.012*

    1∼3
    3∼5
    5∼7
    ≥7

38
20
9
2

7.47±3.22
8.35±3.53
7.11±1.97
7.50±0.71

35
29
16
1

9.14±2.580
10.59±2.16
11.44±2.476
11.00±0.00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a,b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 different by Scheffe tests (p＜0.05).
By one-way ANOVA; *p＜0.05, **p＜0.01. 
1)Number of dentist=69, number of insurance claim personnel=81.

Table 5. Health Insurance Application of Dentist and Insurance 
Claim Personnel

Variable N M±SD t p

Dentist 100 11.94±5.20 −8.755 ＜0.001

Insurance claim
personnel

100 17.96±4.46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By independent t-test.

보험 실무 적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고  찰

이 연구는 임상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와 보험청구 담

당자의 건강보험관련 교육의 실태와 요양급여비용 산정기

준에 대한 지식수준 및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의 실태를 

파악하고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수준과 건강

보험 실무 적용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여 요양기

관에서 제공한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치과의사 및 스텝을 대

상으로 행해지는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 중 82% (82곳)의 치과 병·의원의 보험청구 담

당자는 치과위생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Nam 등5)의 연구에

서 치위생과가 개설된 전국 대부분의 대학이 치과건강보험 

또는 치과건강보험실무 등의 건강보험청구에 관한 교과과

정을 단독으로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치과위생사는 대학과정 내

에서 이미 건강보험에 관련된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에서3,5,8-10) 보험청구 업무를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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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Health Insurance Applica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Variable
Dentist Insurance claim personnel

N M±SD F p N M±SD F p

Age (y) 1.809 0.151 3.371 0.022*

    ≤29
    30∼39
    40∼49
    50∼59
    ≥60

0
30
34
32

4

0±0.00
12.77±5.95
12.32±5.23
11.63±4.55
6.50±2.89

20
57
20
3
0

16.00±5.94ab

17.72±4.34ab

19.80±3.21b

13.33±2.08a

0±0.00

Clinical career (y) 1.417 0.234 2.18 0.077

    0∼5
    6∼10
    11∼15
    16∼20
    ＞20

2
20
27
12
39

17.50±0.71
13.25±6.35
12.59±5.14
11.08±4.54
10.95±4.89

7
36
30
16
11

15.57±5.13
17.00±5.12
17.23±4.17
20.44±3.83
18.27±3.90

Claim career (y) 6.389 0.001** 2.966 0.056

    No
    ＜5
    6∼10 
    ＞10 

45
16
17
22

9.73±4.68a

14.50±4.05b

14.53±5.90b

12.86±4.97ab

0
48
27
25

0±0.00
16.52±4.82
18.48±4.90
18.96±3.48

Education experience 0.274 0.894 4.151 0.004**

    No
    Once
    Twice
    Three times
    Over four times

31
24
21
12
12

11.68±5.00
12.00±5.00
13.00±6.11
11.83±4.53
11.25±6.15

19
13
17
9

42

16.26±4.45
15.38±5.06
16.59±4.85
16.33±3.28
19.71±4.10

Average education (h)1) 1.336 0.270 4.581 0.005**

    1∼3
    3∼5
    5∼7
    ≥7

38
20

9
20

11.08±5.51
12.90±5.76
14.67±3.12
13.50±6.36

35
29
16
1

16.06±0.78
19.72±4.16
18.69±4.19
24.00±0.00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By one-way ANOVA. 
a,b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 different by Scheffe tests (p＜0.05); *p＜0.05, **p＜0.01. 
1)Number of dentist=69, number of insurance claim personnel=81.

Table 7. Factors Affecting Knowledge of Health Insurance Standard 

Variable
Dentist Insurance claim personnel

B SE  t p B SE  t p

Age −0.024 0.054 −0.067 −0.450 0.654 0.032 0.060 −0.082 −0.539 0.591

Clinical career −0.057 0.065 −0.139 −0.875 0.384 0.083 0.089 0.168 0.932 0.354

Claim career 0.016 0.043 0.040 0.369 0.713 −0.077 0.067 −0.147 −1.146 0.255

Education experience 0.482 0.270 0.197 1.785 0.077 0.758 0.173 0.443 4.371 ＜0.001

Average education hours1) 0.265 0.786 0.037 0.337 0.737 0.981 0.554 0.182 1.772 0.080

F= 1.624, p=0.161, R2=0.080, adjusted R2=0.031 F=9.565, p＜0.001, R2=0.337, adjusted R2=0.302

SE: standard error. 
By linear regression analysis.
1)＜3 hours=0, ≥3 hours=1.

위생사가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청구 

업무를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

하다고 할 수 있다.

치과의사의 69%와 보험청구 담당자 81%가 최근 3년 동

안 건강보험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교육에 참여한 횟수는 치과의사의 경우 1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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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Factors Affecting Health Insurance Application

Variable
Dentist Insurance claim personnel

B SE  t p B SE  t p

Age 0.008 0.078 0.014 0.105 0.916 0.146 0.102 0.216 1.427 0.157

Clinical career −0.174 0.094 −0.263 −1.851 0.067 −0.205 0.152 −0.243 −1.347 0.181

Claim career 0.207 0.062 0.324 3.327 0.001** 0.332 0.116 0.358 2.736 0.007**

Education experience −0.630 0.395 −0.160 −1.596 0.114 0.113 0.325 0.039 0.348 0.729

Average education
hours1)

2.337 1.132 0.205 2.065 0.042* 1.563 0.960 0.169 1.628 0.107

Knowledge of health
insurance standard

0.529 0.149 0.329 3.548 0.001** 0.686 0.176 0.400 3.901 ＜0.001

F=5.704, p＜0.001, R2=0.271, adjusted R2=0.224 F=8.364, p＜0.001, R2=0.350, adjusted R2=0.309

SE: standard error. 
By linear regression analysis.
*p＜0.05, **p＜0.01.
1)＜3 hours=0, ≥3 hours=1.

(24%)가 가장 많았고, 보험청구 담당자는 4회 이상 참여

(42%)가 가장 많아 치과의사보다 보험청구 담당자가 건강

보험관련 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최근 계속된 경기불황으로 인한 환자수 감소와 

치과건강보험 범위의 확대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며, 현재 

치과의사 및 보험청구 담당자의 건강보험교육에 대한 관심

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과관련 교육의 주체는 이

러한 요구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시기 및 횟수 등을 계

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험청구 담당자의 특성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지식수준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참여한 건강

보험교육 횟수, 평균교육에 따라 그룹간 지식수준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참여경험이 없는 그룹, 3회 

이내의 건강보험교육을 받은 그룹에 비해 4회 이상 건강보

험교육을 경험한 그룹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지식수준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Moon3)과 Hong15)

의 연구에서 최근 6개월 내 교육경험이 객관적 지식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평균교육시간에 따른 보험청구 담당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지식수준은 5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인 그룹(11.44± 

2.476)이 7시간 이상인 경우(11.00±0.00)에 비해 높아 가장 

높은 지식수준을 보였지만 교육 1회당 평균 7시간 이상 교

육을 받은 대상자의 수가 전체 대상자 중 1% (1명)에 불과

하여 분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지식수준을 분석한 결과 가장 

최근에 신설된 항목인 금연치료에 대해 치과의사 및 보험청

구 담당자의 지식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치과의사 및 보험 청구자들에게 더 적극적인 교육과 홍

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변경이 없는 항목에 대

한 정답률 중 치과의사의 지각과민 처치, 수복물 제거, 구강

내소염술, 치주치료 재시행에 대한 지식수준과 보험청구 담

당자의 구강내소염술, 치주치료 재시행에 대한 지식수준이 

50%를 넘지 않아 임상에서 빈번하게 행해지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청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

려된다. 더욱이 Ju 등17)의 연구에서 스케일링 급여화로 인해 

스케일링 환자수의 증가가 있었다는 응답이 98%였던 점과 

검진에서 놓쳤던 부분을 스케일링 과정에서 발견하는 경우

도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이 단

지 건강보험진료에 국한되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

각된다.

치과의사는 청구경력이 없는 그룹보다 보험청구 경력이 

있는 그룹의 보험 실무적용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보험청구 담당자는 40∼49세 그룹의 건강보험 실무적용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p＜0.05).

연령, 임상경력, 보험청구경력 및 건강보험관련 교육 참

여경험, 평균교육시간이 치과의사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

준 지식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에는 보험청구 경력, 평균교육시간, 치과의사 

자신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지식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치과의사의 회귀분석 모형 

설명력이 3% 정도로 낮게 나타나 치과의사의 요양급여비

용 산정기준 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차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청구 담당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지식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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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참여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에 보험청구 경력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지식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보

험청구 업무를 위해서는 보험청구 담당자의 요양급여에 관

련된 보다 높은 지식수준과 실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임상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 

및 보험청구 담당자의 건강보험관련 교육의 실태와 요양급

여비용 산정 지식수준 및 건강보험 실무적용수준의 실태파

악과 영향 요인의 규명을 통하여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의

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고 향후 치과의사 및 스텝들을 대상으로 행해지

는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

번 연구의 대상이 전국 치과 병·의원 중 임의추출에 의해 선

정된 100개의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치과의사 및 보험청구

담당자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이번 연구의 결과를 전체 치과

의사 및 보험청구담당자에게 확대 해석할 때는 신중을 기해

야 할 것이다.

요  약

이번 연구는 임상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와 보험청구 

담당자들의 건강보험관련 교육의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교

육경험이 그들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과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전국

에 소재한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와 보험청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지식수준은 보험청구 담

당자가 치과의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교육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보험청구 담당자의 요양급여비용 산

정기준 지식수준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p＜0.001), 평균교육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보다 

3시간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수

준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5).

보험청구 담당자가 치과의사보다 건강보험 실무적용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01). 치과의사는 보험청구 경력이 많을수록 건

강보험 실무 적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01), 

보험청구 담당자는 연령이 적을수록, 교육 참여 횟수가 많

을수록, 평균교육 시간이 길수록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최근 3년간 건강보험관련 

교육의 참여경험이 보험청구 담당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 지식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p＜0.001), 보험청구 경력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지식

수준은 그들의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치과의사 및 보험청구 담당자

의 건강보험에 관한 지식수준과 건강보험 실무적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교육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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