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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한한한국국국과과과 일일일본본본의의의 치치치과과과 건건건강강강보보보험험험
현현현황황황 및및및 수수수가가가 비비비교교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치과 건강보험의 현황을 분석하여 치과요
양급여와 수가의 문제점을 도출하며,한국과 일본의 치과 요양급여 항목의 진
료 수가 비교 및 치과 요양급여 항목 중 다빈도 항목에 대한 임상증례별 진료
수가를 비교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치과의료비의 비중은 1989년 9.9%에

서 1999년 8.2%로 10년 간 약 2%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치과의사들의 소득
은 1992년 1,884만엔에서 2001년에는 1,592만엔으로 떨어졌다.의과와의 비교에
서는 1993년 의과를 100을 하였을 때,치과가 78.0이었지만,2001년에는 52.5로
추락한다.이로 인한 일본치과의사들의 위상은 하락하고,인재들은 치과계를 기
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은,첫 번째 절대적 환자 수의 감소와 치과의사 공급의 증가,낮

은 요양급여비,그리고 낮은 보철 수가를 들 수 있다.또한,치과 의료계 지도
부의 정책적 판단 오류,즉,의약분업시의 약가차익의 의과에의 일방적 편입에
대한 방치,수가 조정에서의 영향력을 행사 하지 못한 점 등이 있다.
한국도 이에 크게 다르지 않아,총인구수는 정체 내지는 감소가 예상되는데

비해 치과의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경제성장도 마찬가지로 정체
또는 낮은 증가율이 예상되고,국민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져 치
과질환의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더하여,국가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의료보험을 비교하는데 있어,먼저 요양급여 항목 별 급여액

에 대한 차이를 비교해보고,실제적 임상증례에서의 진료수가 차이에 대해 비
교하였다.보철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의 진료수가의 차이를 직접 비교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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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리가 있어,일본 보철 요양급여의 역사와 치과 보철이 갖는 특이성에 대
해 살펴보았다.
또한 양국 간 요양급여액 차이의 비교에 있어 양국 간에는 환율에 의한 차

이만이 아니고,같은 화폐 가치라도 구매력의 차이가 존재하여,이를 보정하기
위해 빅맥지수(2004년 기준,한국 2.22달러,일본 2.33달러)및 PPP지수(구매
력에 기초한 GDP지수,2004년 기준 한국 774.37,일본 1,332.8)를 사용하였다.
양국 간 치과요양급여 항목의 경우,일본이 한국보다 급여 항목도 많고 다

양하였으며,특히 예방과 유지관리에 한국보다 많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보철의 경우,일본은 보험 출범 초기부터 요양급여화를 시행하지만,치과 보

철의 제작 시 필수적인 귀금속의 포함,의료와 강하게 결부되어 있는 치과 기
공의 과정,재료와 치료 방법의 다양성 등 특이성으로 인한 차액 징수의 용인
과 폐지의 과정을 거쳐,현재는 보험 진료,전액 자비부담의 자유진료 그리고,
특정요양비제의 혼합진료가 제도화되었다.
요양급여수가의 경우,항목별 수가에서는 환율과 빅맥수가를 적용하였을 때,

일본이 한국보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PPP지수
를 적용하였을 때는 그 차이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임상증례별 수가 비교에서는 빅맥수가를 적용하였을 때,일본의 경우가 한

국보다 근관 치료 33-166%,치주 치료 32-88%,발치 40-93%,아말감 충전의
경우 38%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그러나 PPP수가를 적용하였을
때는 양국 간의 차이가 매우 줄어들고,한국보다 낮은 항목도 있었다.
한국을 100으로 하여 일본 요양급여수가의 상대값을 구할 경우,항목별수가

비교에서 빅맥수가를 적용했을 때 거의 모든 항목에서 100을 넘어가는 수준이
지만,PPP수가를 적용하면 진찰과 마취 항목이 100이하로 나타난다.
임상증례별 수가의 상대값 비교에서는 빅맥수가 적용 시 156-171이었지만,

PPP수가 시에는 103-113으로 낮아졌다.
결국,항목별 수가 비교에서는 일본의 수가가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지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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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례별 수가 비교에서는 낮게 나타났고,특히 PPP수가를 적용했을 경우 상
대값은 109가 되어 한국보다 9%정도 높지만,한국의 경우 보철을 비롯한 비보
험진료 항목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결코 일본의 요양급여수가가 한국보다 높
다할 수 없다.

핵심되는 말: 빅맥지수,상대값 비교,치과 진료수가 비교,PPP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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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한국국국과과과 일일일본본본의의의 치치치과과과 건건건강강강보보보험험험
현현현황황황 및및및 수수수가가가 비비비교교교

<지도교수 권권권 호호호 근근근>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허허허 욱욱욱

III...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 배배배경경경
1963년 12월 한국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1977년 6월 처음으로 의료보험

수가가 고시된 이래,의료보험수가는 의료공급자와 보험자,소비자 사이에 많은
논란이 이어져왔다.이러한 논란은 크게,수가의 수준,결정 방법,구조 등에 관
한 것이지만,특히 수가의 수준은 논란의 핵심으로,정부 및 의료보험자가 물가
안정 및 보험재정 안정 논리로 저수가 정책을 고수한 반면 의료공급자는 기존
의 수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2000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수가 계약제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어 의료공급자와의 협상을 거쳐 계약에 의해 정해지게 되
므로,‘현실성 있는 수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자료
와 모형을 준비해야 한다 (양봉민 등,1999).
김한중 등 (1997)은 ‘자원기준 상대가치를 개발하기 위한 원칙’에서,의료보

험의 수가 구성을 합리적으로 분류하여 결정 과정을 체계화하고,의료행위에
대한 투입 자원을 토대로 균형성을 유지한 합리적인 보험수가의 산정,그리고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개편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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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하며,의료보험수가 정책이 물가 정책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의 보건
의료를 합리적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의료정책으로서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의 적절한 기능분담 및 시설의 적정화와 관련된 정책적
요소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국민 의료비 절감의 측면에서 예방의료 행위,외래
수술,가정 간호 서비스 등 정책적인 유도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수가 체계
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한국 수가 체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점들에 대한 대안으로,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을 더한 상대가치에 환산지수를
곱하여 의료수가를 산출해내는 상대가치척도(Resource-BasedRelativeValue
Scale)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치과의 입장에서 보면,보험수가의 구조가 의과 위주로 되어,의과와

치과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이는 치과 의료보험의 낮은 수가로 치과
의사들이 보험에 대한 소극적 자세가 한 가지 원인이며,또한 치과 자체 내에
서도 각 서비스 간 수가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권호근 등,1996).
현재 의료원가의 50% 수준인 수가 제도 하에서 보험진료상의 적자 부분을

보철,교정,등 수복치과 치료에서 보충하고 있다.결국 보험 진료 수입만으로
도 진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료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수가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의료 원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정기택,2000).
이런 가운데,많은 한국 치과의사들은 치과의료 서비스를(공공)의료보험에

서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황인경 등,1999),일부에서
는 치과 부분의 요양급여의 범위가 좁은 것이 건강보험재정 팽창을 회피하려는
국가 또는 보험자의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 요양급여항목이 보다 확대되
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신호성 등,2005).
요양급여 수가에 대한 고찰은 의료계의 문제만이 아니라,사회복지 차원에

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 당국자들,그리고 그 수혜를 누리고 있는 소비
자,즉,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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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의 의료보험 요양급여수가 체계는 일본의 그것과 분류 면에서나
적용 면에서 매우 유사하여 일본의 요양급여수가의 적용과 체계를 살펴보는 것
은 의미가 있다할 것이다.
한국의 의료보험수가를 처음으로 도입하였을 때의 수가 산정은 일본의 수가

표를 기준으로 삼아 물(物)과 기(技)를 분리하여 의료행위를 나열하고,상대점
수를 부여하여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를 산정하였다.이는,상대가치에 의한 환
산지수의 변화와 행위의 세분화 정도의 변화 외에는 크게 변하지 않아 현재도
유지되어오고 있는 실정이다.일본이 한국보다 복잡한 수가구조를 갖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라기보다는 가능한 한 가산율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수가 정책
때문이다 (김한중 등,1997).
한국과 일본의 복지제도가 유사한 이유는,의료보험의 도입과 정착의 시급

성으로 인해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를 많이 참조하였기 때문이다.또한 양국 간
의 인구 구조와 경제 발전의 구조가 유사하고,몽골리안이라는 인종적 유사점
과 유사한 식생활로 인한 질병의 유사점이 있어,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
제는 미래 우리사회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의 현 실태 파악이 한국 사회의 미래의 구강보건 및 의료문제를
대비하는데 있어 많은 참조가 될 수 있다 (김백일 등,2005).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발전과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요양급여

수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한국의 경우,1963
년 ‘북한 체제에 대항하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권력 엘리트들에 의해 위로부터’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입법이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그러
나 1974년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한 체제 경쟁의 일환으로 1977년 500인 이상
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도입을 시행하고,그 이후 전 국민 의료보험제
도로 발전되었다.그러나 이후의 조합주의,통합주의 〮 논쟁을 거쳐 ‘사회 보장의
주요 기능인 위험 분산과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1997년 ‘국민의료법’이 제정 공포되었고,이를 근거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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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관리공단’이 설립되어 1998년 1차로 공무원,교직원 및 지역주민을 통
합 관리토록 한다.2000년에는 의료보험 조직이 완전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
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로이 설립되고,의약분업이 개시되며,2003년에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완전한 재정 통합이 이루어졌다 (문재우 등,2000).
일본의 경우는,‘아래로부터 시작’,즉,제 1차 세계대전 후,중공업화의 진행

으로 인구의 도시 집중화,노동자의 증가,그리고 이에 수반한 물가의 폭등 및
생활의 불안 등 정황 하에,그 무렵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전국 각지에서 쌀
폭동이 일어나 70여만 명이 참여하는 혁명 전야 같은 상황이 발생되었다.일본
정부는 사회 안정 및 노동자들의 불만 해소를 위하여 1922년 ‘공장 및 광업 노
동자 중 수입이 낮은 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관동
대지진으로 연기되었다가 1927년부터 시행하였다.그 후 1931년 세계 공황으로
보험재정이 악화되어 치과의 경우 보험의 10%를 인하하였으며,1933년에는 정
액제 유지가 곤란하여 인두청부식으로 변경하였다.1963년에는 노인복지법을
공포하고,1973년에는 노인 의료에 대해 무료화를 시작하였다.현재 일본의 공
적의료 보험은,피용자 보험과 지역보험,이들에 기초한 공동 사업인 노인보건
법에 의한 의료로 크게 3종류로 되어 있으며,각 산하에 각각의 보험단체들이
망라되어 재정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日本齒科醫師會,2003).
이처럼 한국과 일본 보험의 역사와 현재의 운영 체제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

나 치과 의료 수가 체계와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산율과 일부 분류 방식만을
제외하면 상당히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이런 점들을 감안하여,한국과 일본 치과계의 현황과 요양급

여 수가를 비교하였다.

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치과 건강보험 현황과 수가를 비교하여 건

강보험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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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한국과 일본의 치과 건강보험의 현황을 분석하여 치과요양급여와 수

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둘째,한국과 일본의 치과 요양급여 항목의 진료 수가를 비교하였다.
셋째,한국과 일본의 치과 요양급여 항목 중 다빈도 항목에 대하여,임상증

례별로 진료수가를 비교하였다.
넷째,빅맥 지수 및 PPP지수에 의한 환산 수가로 한국과 일본의 치과 건

강보험 급여항목의 상대적 수가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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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앞서 지적한 것처럼,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인데 각 연구 목적별로
이용했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한국과 일본 치과계의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기존문헌을 고찰함으로써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두 번째로,양국의 요양급여 항목의 종류와 수가에 대해,임상과별로 분류,

비교하였다.유지 및 관리에 대한 요양급여 항목의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종류
도 많고,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다양하여,이 부분은 따로 분류,정리하였
다.
세 번째로,임상 증례별 양국 간 수가의 비교에서는,임상에서의 진료 순서

별로,내원 회수,진료 항목,진료 단위를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수가를 부여하
였으며,이때 양국 간 적용 항목 또는 단위의 상이함으로 발생되는 차이는 가
감삭제를 통하여 오차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였다.
그리고,양국의 수가를 비교하는데 있어서는 환율의 의한 환산만이 아니라,

동일한 명복 화폐가치라도 구매력의 차이가 존재한다.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
법으로 일본의 요양급여 수가에 구매력 지수,즉,빅맥지수와 국내 총생산에 기
초한 PPP 지수 (Purchasing PowerofParity based on Gross Domestic
Products)를 적용하여 환산하였다.
빅맥지수란,각국에서 팔리는 미국 맥도날드사의 햄버거 ‘빅맥’가격을 달러

로 환산,비교해 환율의 적정성을 알아보는 지수로,세계적으로 품질,크기,재
료가 표준화되어 있어,어느 곳에서나 값이 거의 일정한 빅맥 햄버거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각국의 통화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야후 백과사전,2005).맥도날드는 세계 각국에 있지만 가격은 현지의 구매력
을 기준으로 모두 다르다.이를 근거로 빅맥지수 이론이 나왔다.빅맥 가격으로
물가와 구매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빅맥 가격은 각 나라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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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수준을 반영한다 (TheEconomist).
또한,국내총생산 (GDP,GrossDomesticProducts)을 현재의 화폐 단위로

전환 시 환율은 각 나라의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데 적합하지 않다.왜냐하면
환율은 국제적인 가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단기적인 변화에 강
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각 나라의 소득과 생산성의 비교 시에는
PPP (Purchasing PowerParity)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OECD,2002,2004,
2005).
일본의 경우,요양급여 점수 1점당 10엔을 적용하고,2004년 환율은 평균 1

엔당 10.8원이었다.2004년도의 빅맥 가격은 한국 2.22달러.일본 2.33달러이며,
PPP구매력은 한국 774.37이고,일본은 1,332.8이었다.
고로,환산 수가는,환율,구매력 지수,그리고 요양급여 점수 당 금액을 곱

하여 계산되는 것이므로,

빅맥환산수가 =10.8원/엔 ×2.22달러/2.33달러 ×10엔/점
PPP환산수가 =10.8원/엔 ×774.4/1,332.8×10엔/점이다.

결국,빅맥환산수가의 경우 일본의 요양급여 1점당 95.3원,PPP환산수가의
경우는 1점당 62.8원을 급여한다.
한국의 경우는 1점당 환산지수 58.6원을 급여하고,요양급여종별 의원급의

15% 가산율을 고려하여,실제 요양급여액은 1점당 67.39원으로 계산된다.
네 번째로,일본의 보철 요양급여 역사와 치과 치료 중에서 보철이 갖는 특

이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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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한한한국국국과과과 일일일본본본 치치치과과과계계계의의의 현현현황황황

가가가...한한한국국국 치치치과과과계계계의의의 현현현황황황
첫 번째,한국의 인구는 정체 내지는 감소가 예상되는데 반해,치과의사의

수의 증가는 현재의 추세로 지속된다.
1980년 한국의 총인구 3,812만 명,치과의사 수는 3,620명으로,인구 10만 명

당 치과의사수는 9.5명,치과병의원 수는 2,031개이고 치과병의원 1개당 인구수
는 약 18,800명이었으나,2003년에는 총인구가 4,793만 명으로 1980년에 비해
약 26% 늘어났고,치과의사 수는 18,039명으로 약 400%의 비약적인 증가율을
보였고,치과 병의원 수는 11,989개가 되어 인구 10만 명당 치과의사 수는 42.7
명,치과병의원 1개당 인구수는 4,042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표 1).

표 1.년도별 총인구 대비 치과의사수,인구10만명당 치과의사수 및 치과병의원수

*보건복지부 2004통계연보

현재의 치과대학 입학 정원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치과의사
수는 1년에 760명씩 증가하게 된다.인구수는 앞으로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2025년이 되면 감소를 시작하는 것이 예상되는데 비해 치과의사수는,자연 감
소를 감안하더라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2025년의 추계 치과의사수가 약

년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총인구수(만명) 3,812 4,086 4,287 4,509 4,701 4,793
치과의사수(명) 3,620 5,436 9,619 13,681 18,039 20,446
인구10만당치과의사수(명) 9.5 13.3 22.5 30.3 38.4 42.7
치과의원(개) 2,028 2,998 5,212 8,304 10,527 11,989
치과병원(개) 3 4 6 12 56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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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명에 이르고,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는 1,300명이 되어,2005년의 2,200명
보다 약 60%정도로 줄어들게 되었다 (표 2).

표 2.미래 인구 및 증가율,치과의사수,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 추계

*보건복지부 2004통계연보,통계청 자료

두 번째,경제적 측면에서 보면.GDP는 1980년 638억 달러에서 2003년
6,080억 달러로 약 10배의 성장률을 보이고,국민 1인당 GDP도 1980년 1,645달
러에서 2003년 12,720달러로 약 8배의 성장률을 보인다.또한 치과의사들의 소
득과 연관성이 깊을 것이라 추정되는,인구수와 GDP,그리고 치과의사수 3요
소,즉 환자들의 지불가능율도 고려하여 산출한,국민 1인당 GDP를 치과의사
수로 나눈 수치는,1995년을 전후로 하여 그 동안 이어져 오던 상승세가 감소
세로 돌아서고,이후 정체 내지는 감소의 경향을 보였다 (표 3).

표 3.년도별 GDP,국민 1인당 GDP,국민 1인당 GDP/치과의사수

*보건복지부 2004통계연보,통계청 자료

또한 총인구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지만,치과의사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에 대응하여,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는 감소세를 나타내고,이에 따

년도 2010 2020 2025 2030
인구수(만명) 4,960.0 5,065.0 5,064.9 5,030.0
인구증가율(%) 0.38 0.04 -0.08 -0.24
치과의사수(명) 25,000 33,000 37,000 40,000
치과의사1인당인구수(명) 1,900 1,500 1,300 1,200

년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GDP(억달러) 638 966 2,637 5,173 5,118 6,080
국민1인당GDP 1,645 2,309 6,147 11,432 10,841 12,720
국민1인당GDP/치과의사수 0.45 0.42 0.64 0.84 0.60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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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국민 1인당 GDP/치과의사수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오다 1995년을 전후하
여 정체내지는 감소의 경향을 보였다 (그림 1).

(자료:보건복지부 2004통계연보,통계청 자료)
그림 1.년도별 총인구 및 치과의사수,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국민 1인당
GDP/치과의사수

세 번째,치수 및 치근단 주위염의 요양급여 지급건수나 진료비의 증가율이
전체 요양기관에서의 그것과 비교하여 해가 갈수록 감소되는 것은 이들 질병의
이환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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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전체 요양기관,치수 및 치근단 주위염의 총 진료비,지급 건수 및 증가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통계연보

나나나...일일일본본본치치치과과과계계계의의의 현현현황황황
첫 번째,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치과 의료비의 비중이 급격한 감소를 보

인다.1989년 전체 국민의료비중 치과의료비는 9.9%를 차지하고 있었으나,이
는 점차 줄어들어 2000년에는 약 8.4%로 약 1.5% 줄어들었다 (표 5).

표 5.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치과의료비의 비중

*厚生勞動省 國民醫療費

또한 외래의료비와 약국 조제의료비는 지속적인 증가 양상을 보이는데 비해
치과 진료비는 1997년경부터 정체 내지는 감소의 경향을 보였다 (그림 2).

년도
지급 건수(천건,%) 총 진료비(억원,%)

전체 증가율 치근단 증가율 전체 증가율 치근단 증가율
2000 404,418 10,127 129,122 3,050
2001 574,561 42.1 10,641 5.1 178,433 38.2 3,932 28.9
2002 603,926 5.9 11,154 4.8 188,317 5.5 3,989 1.4
2003 656,738 4.7 11,140 -0.1 207,420 10.1 4,057 1.7

년도 비율(%)
1989 9.9
1995 8.8
1999 8.2
2000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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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厚生勞動省 國民醫療費
그림 2.의료기관별 년도별 진료비 추이

이로 인한 치과의사의 소득은 감소하여,1993년 1,883만엔에서 2001년에는
1,529만엔으로,8년 동안 354만엔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의과와의 소득 격차
는 점차 벌어져 의과를 100으로 했을 때,치과의 경우 1993년 78.0에서 2001년
이 되면 52.5로 떨어지게 되어,치과와 의과 사이의 소득 불균형은 확대되고 있
다 (표 6).

표 6.의과 외래와 치과 개업의의 소득 비교

*中央社會保險醫療協議會 醫療經題實態調査

년도
소득금액(만엔) 증가율(%) 소득격차

(의과=100)의과 치과 의과 치과
1993 2,414.4 1,882.8 -17.1 -10.3 78.0
1995 2,600.4 1,698.0 7.7 -9.8 65.3
1997 2,510.4 1,735.2 -3.5 2.2 61.9
1999 2,660.4 1,646.4 6.0 -5.1 61.9
2001 2,912.6 1,529.3 9.5 -7.7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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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원인은,절대적인 환자수의 감소를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져오던 치과 환자수는 1996년을 전후 감소의 경향을
보이고,총 외래환자 중에서 차지하는 치과환자의 비율도 1990년을 전후로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7).

표 7.일본의 1일 치과의원 환자수 및 수진율의 추이

*厚生勞動省 患者調査

두 번째 원인으로는 치과의사 공급의 증가를 들 수 있다.1960년 치과대학
7개,입학정원 690명에서,급격한 증가를 이어오다 1998년을 기점으로 감소로
돌아섰다 (표 8).

표 8.일본 전국 치과대학 (치학부)수와 입학 정원 추이

*厚生勞動省 齒科保健課調査

치과의사 수는 1980년 5만 명을 넘어서 증가를 지속하다가 1997년부터 증가
폭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2002년 약 93,000명에 이르게 되었다 (표 9).

년도 1984 1987 1990 1993 1996 2000
총외래환자수천명) 6,335 6,634 6,855 6,973 7,330 6,836
치과의원환자수(천명) 1,101 1,210 1,244 1,258 1,301 1,149
수진율(인수10만명당,건) 916 990 1,107 1,009 1,307 907
총외래환자에서치과환자의비율(%) 17.3 18.2 18.2 18.1 17.8 16.8

년도 1960 1970 1980 1990 1993∼
1998 1999 2000∼

2002 2003
치과대학(개) 7 17 29 29 29 29 29 29
입학정원(명) 690 1,640 3,360 3,060 3,005 2,995 2,990 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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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인구 10만대 치과의사 수의 추이

*厚生勞動省 患者調査

세 번째의 원인으로는,낮은 요양 급여액이다.의과 1일당 외래 의료비를
100으로 했을 때,치과의 1일당 의료비는 1980년 120.4에서 2000년 100.5로 의
과와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표 10).

표 10.의과와 치과의 1일당 외래 의료비 추이

*社會保險診療報酬支拂基金 基金年報

년도 1970 1980 1988 1996 2000 2002
치과의사수(명) 37,859 53,602 70,572 85,518 90,837 92,874
인구10만대치과의사수(명) 36.5 45.8 57.5 67.9 71.6 72.9

년도 의과(외래,엔) 치과(엔) 의과(외래)=100

1980 3,432 4,133 120.4

1985 4,034 4,843 120.1

1990 5,157 5,334 103.4

1995 6,078 5,983 98.4

1998 6,120 6,226 101.7

2000 6,239 6,27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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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한한한국국국과과과 일일일본본본의의의 치치치과과과 요요요양양양급급급여여여 항항항목목목별별별 수수수가가가 비비비교교교

가가가...기기기본본본 진진진료료료
진찰료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첫 번째,요양기관종

별 가산율의 차이가 있어,총급여액에 치과의원의 15%를 비롯하여,30%까지
가산율이 적용된다.
두 번째는,차등수가제를 적용하여,치과의원의 경우 치과의사 1인당 진료

건수가 75건 이하이면 100%,75～100건 90%,100～150건 75%,150건 이상이면
50%를 적용받는다.
일본의 경우는,첫 번째,주치의 제도가 있어 일반의 보다 높은 초재진시의

수가가 적용된다.주치의 제도란,후생노동성이 정한 시설 기준에 부합해야 하
며,초진 시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 병명,치료 내용과 기간의 계획을 책정하고,
그 내용에 관해 스터디 모델,구강내 사진 등으로 설명한 후,문서로 정보 제공
을 한 경우에 산정한다.
두 번째,소개된 환자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어,의원,병원,지역의료지원

병원,특정기능병원 상호간에 소개가 가능하며,+40점에서 +400점까지이다.
세 번째,초진의 시점을 치료 종료 후,한국의 90일과 달리 일본에서는 2개

월로 산정한다.
네 번째,진료정보제공료는 의료기관 간에 유기적인 연계 강화 또는,의료기

관에서 보험약국,보건복지 기관에 진료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환자의 정
보를 상호 제공함으로써,계속적인 의료의 확보,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증가,사회적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꾀하자는 것이 목표이다.의원 간에
는 +220점,의원에서 병원으로 정보가 제공된 경우 +290점이 가산된다.
다섯 번째,가산점 부여의 항목을 세분하여 심야(오후 10시～오전 6시),장

도 (장애자가 치과치료 환경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는 기법을 사용),유아+장
애,유아+장도 등이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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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진찰료 항목별 수가

*:빅맥수가 (빅맥환산수가)
**:PPP수가 (PPP환산수가)

표 12.가산율 항목별 수가

나나나...투투투약약약주주주사사사
한국의 경우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처방전만을 발부하여 약국에서 조제

를 받는다.약에 관한한 치료 급여에 처방전 급여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진료시 사용하는 약제에 대한 의약품보관료만 산정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원내외 처방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항목이 다양하며,긔 외

의 특징으로,첫 번째,투약 비용은 처방료,조제료,약제료,특정요양급여 재료
대,조제기술기본료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두 번째,약제정보제공료가 있어,처방한 약제의 명칭,용법,효능 등을 환자

에 제공한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며,노인 약제정보제공료도 가산점이 산정된다.

한국 일본
점수 수가(원) 수가(엔) 빅맥수가(원)* PPP수가(원)**

초진 166.06 11,190 주치의 2,740 26,110 17,230
일반의 1,800 17,150 11,320

재진 110.11 7,420 주치의 450 4,290 2,830
일반의 380 3,620 2,390

한국(점) 일본수가(엔)
초진 재진 초진 재진

시간외 +30% +30% +85 +65
유아(6세미만) +9.03 +3.61 +40 +10
장애 +9.03 +9.03 +175 +175
휴일 +50% +250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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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영영영상상상진진진단단단 및및및 방방방사사사선선선
영상 진단 비용은,진단료,촬영료,필름료 및 조영제료로 각각 구분하여 규

정하고,이들을 조합하여 수가가 산정되는 것은 양국 동일하나,일본의 경우 몇
가지 가산점이 추가된 이외,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첫 번째,화상진단관리료가 있어,방사선 사진 진단 (치과방사선 제외)및

기본적인 방사선 진단료의 항목에 대해서 화상진단만을 전문 담당하는 치과의
사가 화상진단을 시행할 때 월 1회 +58점을 가산한다.
두 번째,원격화상진단료는 수신측의 보험의료기관에서 화상진단만을 전문

으로 담당하는 치과의사에 의해 원격화상에 의한 진단을 행하는 경우 월 1회에
한하여 +58점을 가산한다.

표 13.영상진단 및 방사선 항목별 수가
한국 일본

점수 수가(원) 수가(엔) 빅맥수가 PPP수가

단순
촬영

필름료 별도산정 포함
표준형,소아형 40.52 2,730 480 4,570 3,020
교합형 41.01 2,760 620 5,910 3,900
교익형 590 5,620 3,710

전악 10매 27,310 4,400 41,930 27,670
14매 38,230 4,520 43,080 28,430

유아 +10%(8세미만) +15%(3세미만)
디지털
영상

표준평 +16.25점
(2매부터50%,5매 한)

+100(필름료 제외)
파노라마 +950

파노
라마 4절지 133.21 8,980 3,140 29,920 19,750

동일부위 재촬영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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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마마마취취취
한국에서는 마취 행위 시 마다 수가가 산정되는데 비해,일본에서는 침윤

마취의 경우,치주 기본치료,특별히 규정하는 처치 (치육판 절제,절개 등),수
술,120점 이상의 처치 및 즉처,치관 형성 시에는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
또한 전달마취는 일본의 경우 하악공,안와하공만 산정할 수 있고,후상치조

신경,비구개신경,이신경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표 14.마취 항목별 수가

한국 일본
점수 수가(원) 수가(엔) 빅맥수가(원)PPP수가(원)

침윤마취 15.96 1,080 230 2,190 1,450

전달
마취

하치조신경 46.46 3,130 380 3,620 2,390안와하공 63.59 4,290
후상치조신경,
이공,비구개공 46.46 3,130

흡입진정법

218.47
(15분) 14,720 700

(30분까지) 6,670 4,400

+102.22
(15분단위)

100
(30분이상,
30분단위)

950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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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치치치주주주과과과

표 15.치주과 항목별 수가

한국 일본

점수 수가(원) 수가
(엔)

빅맥
수가(원)

PPP
수가(원)

검사 치주낭
측정

1/3
악당 19.24 1,300

기본
1～9치 500 4,760 3,140
10～19 1,100 10,480 6,920
20↑ 2,000 19,060 12,580

정밀
1～9치 1,000 9,530 6,290
10～19 2,200 20,970 13,840
20↑ 4,000 38,120 25,160

기본
치료

스켈링 1/3악당 103.24 6,960 1/3악당 600 5,720 3,780
초과시 1/3악당 +400

치근
활택술

1/3악당 110.24 7,430
1치당

전치 550 5,240 3,460
소구치 600 5,720 3,780동일

부위 +50% 구치 650 6,200 4,090
치면세마 21.49 1,450

외과
수술

치주낭
소파

1/3
악당

179.97 12,130

1치당

550 5,300 3,500
치은
신부착 578.34 38,980 1,500 14,300 9,440
치은
절제 400.93 27,000 3,000 28,590 18,870
치은
박리
소파

간단 706.05 47,580
6,000 57,180 37,740

복잡 1,079.96 72,780
치은성형 408.28 27,510

치조골
이식

동종,
이종,
합성

1,947.87 131,270 골
대용물 1치당 1,100 10,480 6,920

자가 2,966.25 199,900
구강내 17,300 164,870 108,810
구강외 91,600 872,950 576,150

잠간
고정

3치 이상 288.48 19,440 수술없음 3,300 31,450 20,760
4치 이상 401.93 27,290 수술,4치이상 5,300 50,510 33,340

제거 300 2,860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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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치주치료 항목에 있어서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양한 종류의
지도료와 진단료가 산정되었다는 점이다.이들 지도료를 자세히 살펴보면,다음
과 같다.
첫 번째,치주질환 지도관리료는 치태조절 등을 지도하며,월 1회 110점을

산정하였다.
두 번째,치과구강위생 지도료는,16세 미만에 적용하며,요양상 필요한 지

도 등을 행하는 것으로,재진 시 월 1회 100점을 산정하였다.
세 번째,치과위생실지 지도료는,치주질환자에게 위생사가 플라그 제거방법

등을 15분 이상 지도 시 80점을 산정하며,치아전색을 동시에 시행하면 +80점
을 가산하였다.
네 번째,치주질환 계속치료진단료는,년 1회 100점,치주질환 계속총합진료

료는,월 1회에 한하여 치아의 수에 따라 315점 (1-9치),455점 (10-19치),625
점 (20치 이상)을 산정하는 것으로 치주질환의 안정 후에 유지관리를 평가하고,
계속치료계획에 기초하여,치주 기본치료 및 지도관리 등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다섯 번째,치과구강위생 계속관리치료진단료는,80점,치과구강위생 계속관

리총합진료료는,월 1회 +325점을 가산한다.이는 혼합치열기에 치은염 등의
병상 안정 후에 있어서 계속 관리를 평가하는 것이고,계속 치료 계획에 기초
하여 재진 시에 구강 내 검사,지도관리 및 기계적 치면 청소 등을 행한 경우
이다.
여섯 번째,그림 3은 일본에서의 치주 치료의 진행을 나타낸 것이다.
일곱 번째,그림 4는 치주 유지 및 관리의 진행을 모식도롤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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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齒科保險硏究會

그림 3.치주 치료의 진행

초진
                             ⇙           ⇓  ⇘

치은염 초기 및 중간 치주염 중간 및 심한 치주염
          ⇓           ⇓               ⇓   
치주기본검사 치주기본검사 치주정밀 검사

          ⇓             ⇓               ⇓   
치태조절 및 스케일링 치태조절 및 스케일링 치태조절 및 스케일링

          ⇓             ⇓           ⇙     ⇘ 
치주기본검사 치주기본검사 치주정밀검사 치주기본검사

          ⇓        ⇓                 ⇓   
스케일링,치근활택 및

소파술
스케일링,치근활택 및

소파술
          ⇓                ⇓   
치주기본검사 치주정밀검사

          ⇓                ⇓   
스케일링 및 소파술 스케일링 및 소파술

ENAP,치은박리소파술
    ⇘                ⇙  
부분적 재평가

             ⇓   
치주정밀검사

             ⇓   
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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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치주질환 계속 치료 진단료
**:치주질환 계속 총합 진료료
***: 치주질환 지도관리료

                                                                                        * 齒科保險硏究會  

           

그림 4.치주 유지 및 관리의 진행

유지 및 관리의 개시; 치주조직검사

(P계진
*
)

           ⇓
(P총진

**
)

1년 경과;            ⇓
치주조직검사

          ⇙             ⇙             ⇓ ⇘ 
병상안정 병상안정 병상악화 병상불안정

(P계진
*
) (P계진

*
) (유지 및 관리 중지) (유지 및 관리 중지)

    ⇓     ⇓            ⇓           ⇓
치유 (P총진

**
) 치주정밀검사, 필요에 따른 발치,

치주외과수술 보철 등 치료 착수

    ⇓            ⇓
(P총진

**
) 치주정밀검사

            ⇘       ⇙ 
일부 병상 악화 

(P관리***)

        ⇓
치주정밀검사

치주외과수술

        ⇙         ⇓ ⇘ 
(P총진**) 치주정밀검사  치주조직검사

2년 정도    ⇓         ⇓    ⇓
경과; (P계진*) (P계진*) (P계진*)

   ⇓         ⇓    ⇓
(P총진

**
) (P총진

**
) (P총진

**
)

   ⇓
 치주조직검사(P계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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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바...근근근관관관처처처치치치
근관치료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은,첫 번째,한국의 경우,근관확

대 비용을 1근 1회,15.8점을 산정하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산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한국에서는,응급근관처치로 1치당 57.75범을 산정하는데 비해 일

본에서는 산정하지 않는다.
세 번째,근관충전의 경우 한국에서는 단순이냐,가압이냐를 구분하는데 비

해,일본에서는 가압 충전 시 따로 가산점을 부여하여,단근인 경우 +110점,2
근인 경우 +130점,3근인 경우 +150점을 가산하였다.
네 번째,일본에서는 변색무수치 표백 시,1치 1회당 40점을 산정하였다.

표 16.근관처치 항목별 수가

한국 일본
점수 수가(원) 수가(엔)빅맥수가(원)PPP수가(원)

근관내이
물질제거 40.96 7,230 1,400 13,440 8,870
러버댐 35.59 2,400 100 950 630

치수절단 1치당 143.70 9,680
생활치수 2,300 21,920 14,470
치근형성
이전 +400
실활치수 700 6,670 4,400

발수 1근당(재
료별도) 56.23 3,820

단근 2,100 20,010 13,210
2근 3,900 37,170 24,530
3근 5,500 52,420 34,600

근관장
측정검사 1근당 18.30 1,230

전기적
(1근당)

300 2,860 1,890

2근부터 +150

근관세척 1근1회 20.59 1,390
단근 110 1,050 690
2근 160 1,520 1,010
3근 210 2,000 1,320

근관충전
단순
(1근당)
가압

44.77 3,010 단근 680 6,480 4,280
2근 900 8,580 5,660

67.15 4,520 3근 1,100 10,480 6,920
당일
발수근충

영구치 243.75 16,430 단근 2,780 26,490 17,480
유치 232.08 15,640 2근 4,800 45,740 30,190
재료비 별도 산정 3근 6,600 62,900 4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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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구구구강강강외외외과과과
일본의 경우,방문 진료를 해야 만 할 때는 +50%를 가산한다.단,발치 수

술의 경우 유치,전치,구치에 한정하고,구강내 소염수술의 경우는 치은 농양
등에 한한다 (표 17).
표 17.구강외과 항목별 수가

한국 일본
점수 수가

(원)
수가
(엔)

빅맥수가
(원)

PPP수가
(원)

발치

유치 43.49 2,930 1,200 11,440 7,550
전치 50.14 3,380 1,500 14,300 9,440
구치 83.94 5,660 2,600 24,780 16,350
난발치 183.54 12,370 4,600 43,840 28,930

매복치
단순 396.15 26,700 완전골성 10,000 95,300 62,900
복잡 594.10 40,040 하악수평 +1,000
완전 791.81 53,360 분할발치 4,600 43,840 28,930

발치와재소파술 92.60 6,240 1,300 12,390 8,180
치조골정형술 92.60 6,240 1,100 10,480 6,920
구강
외소
염수
술

피막하
피하농
창봉와
직염

1cm이하 124.14 8,370 2cm이하 1,800 17,150 11,320
1-2cm 140.05 9,440 2-4cm 3,000 28,590 18,870

2cm이상 258.19 17,400 4cm이상 7,500 71,480 47,180

치근
낭포
제거
술

크기

치관1/2 239.81 16,150 치관대 7,700 73,380 48,430치관 414.61 27,940
치관×2 643.01 43,330

모지두대 13,000 123,890 81,830치관×3 1,193.87 80,450

치근단절제술 전치 561.37 37,830 1치당 13,000 123,890 81,830구치 697.29 46,990

창상처리구
강내봉합술

1.5cm미만 181.59 12,240 5cm
이하

천 4,700 44,790 29,560
심 12,500 119,130 78,560

1.5-3cm 237.97 16,040 5cm
이상

천 8,500 81,010 53,470
3cm 이상 678.72 45,740 심 16,800 160,100 105,670

보통처치,치아파절편처치 14.32 960 160 1,520 1,000

수술후처치

단순 19.47 1,310
대수술 후 53.74 3,620
수술후
염증성 97.22 6,550
후출혈 97.50 6,570 1,700 14,790 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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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보보보존존존과과과
일본의 경우는 전 치료 종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관계로,충전 및 보철재

료에 관한 수가 산정이 세분화 되어 있다.이들을 살펴보면,첫 번째,충전 재
료의 경우,아말감의 13점 (복잡의 경우 29점)을 비롯,치과충전용 재료Ⅰ(광중
합형복합레진,광중합형 복합레진강화 글라스아이오노머세멘트 등)은 11점 (28
점),재료Ⅱ (복합레진,글래스아이오노머세멘트 등)는 5점 (12점),재료Ⅲ (치
과용 규산 세멘트,치과충전용 즉시 경화 레진 등)은 2점을 산정하였다.
두 번째,에나멜 에칭 및 본딩은 1치당 +43점 (복잡은 +65점)을 가산하며,

치열전색은 15점을 산정하였다 (표 18).
표 18.보존과 항목별 수가

 

한국 일본
점수 수가(원) 수가(엔) 빅맥수가(원)

PPP수가
(원)

와동형성
1면 27.08 1,820 1치당 1,200 11,440 7,5502면 51.46 3,740
3면 59.58 4,020 주치의 +504면 83.96 5,660

충전물연마 8.28 560 140 1,330 880

충전

행위료
1면 47.84 3,230 단순 520 4,960 3,2702면 84.48 5,690
3면 102.23 6,890 복잡 1,000 9,530 6,2904면 145.75 9,820

재료대
1면 52.38 3,530 단순 130 1,240 8202면 104.75 7,060
3면 112.14 7,560 복잡 290 2,760 1,8204면 157.13 10,590

치수복조 1치당 14.32 970 직접 1,200 11,440 7,550
간접 250 2,380 1,570

제거
간단 19.05 1,280 간단 150 1,430 940
복잡 40.96 2,760 복잡 300 2,860 1,890

포스트 500 4,770 3,150
지각과민처치 3치까지 400 3,810 2,510

4치이상 500 4,770 3,150
즉일충전처치 114.60 7,720 1치당 1,200 11,440 7,550

주치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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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자...보보보철철철

한국의 경우,저소득층 노인 틀니 등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요양급여
의 대상이 아닌데 반해,일본의 경우는 전면적 요양급여 적용을 하므로 한국과
일본의 요양급여 수가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더욱이 한
국에서도 치과의사마다 보철물의 제작 과정이나 사용하는 재료 등의 차이가 있
으며,또한 기술적으로 예민한 치료이기 때문에 동일 방법,동일 재료를 사용하
여도 진료수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보철 진료의 요양급부는 보험제도의 출범부터 도입되며,당시에는
보철의 일부만을 계약 체결하거나 전부를 포함하여 계약한 곳도 있다.그 후
1955년 금합금의 사용을 ‘재료 차액징수’로 용인하게 된다.1960년 국민개보험
이 실시되고 보철급부도 법정급부로써 도입된다.1970년에는 고액의 차액청구
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차액징수’가 폐지되었으나,1978년 다시 ‘차액징수’를 용
인하게 된다.1984년에는 ‘특정요양비제도’가 도입되어,고도의 선진 의료,환자
의 선택성이 높은 서비스나 치료 재료를 포함한 진료의 진찰과 약제,입원비
등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고,동시에 전액 자비부담인 ‘자유 진료’를 포
함하여 실질적인 ‘혼합진료’가 제도화된다.

1992년에는 3치아 이상의 브리지를 보험에 도입하고,1994년 금속상 총의치
의 ‘특정요양비’화,1996년 ‘보철물 유지관리제도’를 신설하여 고정의치에 대한
2년 이내의 재제작 급부를 제한함으로써 거의 모든 보철물에 대한 보험급부를
완성한다.
일본의 치과보철물 현황은,1957년 보철물 완료자가 23.7%에 불과하고 일부

완료 및 미완료자가 72.7%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1999년에는 이러한 추세
가 역전되어 완료자가 53.6%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한편 치과의학,치과 의료의 입장에서 보면,보철을 치과 의료로부터 제외한

다는 것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치과 보철이 상병의 치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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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의 급부 면에서 볼 때의 특이성은,첫 번째,장애 대응의 긴급도가 약
간 낮다는 것이다.치관의 결손 및 치아의 상실 등은 장애의 자각과 그 장애에
인내하는 폭이 넓다.물론,다수 치아의 결손이 생기는 경우 그 대응이 강하게
요구되지만,생활 감각으로서 대응의 긴급도가 낮다.이것이 보철급부로서 치아
수의 제한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두 번째로는,보철에서는 ‘물(物)’의 요소가 큰 비중을 점한다.보철에서는

치료법으로서 금속,도자기,플라스틱 등의 물이 필히 들어가야 한다.그것이
만약 귀금속일 경우 단지 가격이 높다는 것만이 아니라,그것만으로 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이것은 소위 약제 등이 고가인 경우와 전혀 다른 요소이
다.이것이 치과 의료가 고가인 이유이고,또한 보험급부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
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이다.
세 번째로는,물을 작성하는 과정이 의료에 밀착하여 있다.의치가 안경,보

청기,의지 등과 비교되지만,이들은 치료 종료 후에 시작하기 때문에 의료 자
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이들의 제작 과정은 의료에 포함되어 있
지 않다.따라서 질병보험의 입장에서는 급부가 아닌 보건시설로 취급되는 곳
이 많다.
그러나 보철의 경우,물을 만드는 과정이 치과기공으로 취급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의료와 강하게 결부되어 있어,처방전에 의한 조제와 같이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의료 전체 가운데에서 치과기공이라는 과정만으로 분리할 수도
있지만,기공에서 다시 물을 치과의료 가운데로 삽입시킨다는 일면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로는,물의 불변성과 생체 변화성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보철의

경우는 변화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물을,변화하는 것이 전제인 생체에
적응시키는 것이 치료법이다.이는 직접적으로 책임 기간 등이 도입되는 의미
로도 되지만,한편으로는 임플란트도 고려되어야 하는 등의 영원한 숙제이다.
다섯 번째로는,동일한 의료 효과에 대한 방법,재료 등 다양성의 폭이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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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격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환자의 주관과 희망 등도 도입될 여지가 있다.
이것이 보철 급부에 있어서 소위 차액징수제도가 도입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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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차...기기기타타타 일일일본본본에에에서서서의의의 건건건강강강 보보보험험험 적적적용용용 항항항목목목
일본의 건강보험 항목 중애서 유지 및 관리항목에 해당되는 것들이 표 19에

제시되어 있다.한국과의 차이점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지도료가 존재하며,노인
층에 특화된 진료항목이 있다는 점이다 (표 19).
표 19.일본의 건강보험 유지 및 관리의 항목별 수가

수가
(엔)

빅맥수가
(원)

PPP수가
(원)

지
도
료

치과위생지도 월1회 1,000 9,530 6,290
계속적치과구강위생지도
(우식다발자)

월1회 1,050 10,010 6,610
1년경과후우식없음 2,630 25,060 16,540
1년이내새로운우식 산정못함

불화물국소응용 +800
양치질지도 +800
치과총합의료관리료 월1회 2,500 23,830 15,730
치과특정질환요양관리료 월2회 1,500 14,300 9,440
공동요양지도계획 +1,000
병원치과공동치료관리료 3,200 30,500 20,130
진료정보제공료 의원→의원 2,200 20,970 13,840

의원→병원 2,900 27,640 18,240
약제정보제공료 월1회 100 9,530 6,290

재
택
진
료

치과방문진료 환자 1명시 830 79,100 52,200
복수환자 시 1명당 380 36,210 23,900

지역의료제휴체제 월1회 +300
방문치과위생지도계획지시서 +100
노인방문구강지도료 월1회 430 40,980 27,050
거택요양관리지도료 월2회 500 47,650 31,450
치과위생사등
자택요양관리지도료

1회째 550 52,420 34,600
2회부터 300 28,590 18,870

방문치과위생지도료 간단 350 33,360 22,020
복잡 150 14,300 9,440

절삭기 사용 에어터빈 +200
전기엔진 +50

노인
보건
법에
의한
진료

초진가산 병원에서 의뢰됨 +55
구강질환지도관리료 월1회 110 10,480 6,920
노인약제정보제공 건강수첩기재 150 1,430 940

기재안함 10 950 630

노인치주조직검사
1-9치 50 4,770 3,150
10-19치 110 10,480 6,920
20치 이상 150 14,300 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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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카...요요요양양양급급급여여여 항항항목목목별별별 수수수가가가의의의 상상상대대대값값값 비비비교교교
한국과 일본의 요양급여 항목별 수가비교가 표 20에 제시되어 있다.

표 20.요양급여 항목별 수가의 상대값 비교             

       단위: 원

* 상대값: 한국의 수가를 100으로 하였을 때

한국수가
일본 수가

빅맥수가 상대값 PPP수가 상대값

진

찰

초진
주치의

11,190 26,110 233.3 17,230 154.0

재진 7,420 3,620 48.8 2,390 32.2

방

사

선

표준형

1매 2,730 4,570 167.4 3,020 110.6

10매 27,310 41,930 153.5 27,670 101.3

14매 38,230 43,080 112.7 28,430 74.3

교합형 2,760 5,910 214.1 3,900 141.3

교익형 2,760 5,620 203.6 3,710 134.4

파노라마 6,980 29,920 428.7 19,750 283.0

마

취

침윤 1,080 2,190 202.8 1,450 134.3

전달
하치조 3,130 3,620 115.7 2,390 76.4

안와하공 4,290 3,620 84.4 2,390 55.7

흡입진정 30분 29,440 6,670 22.7 4,400 14.9

치

주

치주낭

측정

기본(1/3악) 1,300 4,760 366.1 3,140 241.5

정밀(1/3악) 1,300 9,530 733.1 6,290 483.8

스켈링
1/3악 6,960 5,720 82.2 3,780 54.3

1악 20,880 13,340 63.9 8,810 42.2

치근활택
전치(1/3악) 7,430 31,440 423.1 20,760 279.4

구치(1/3악) 7,430 23,840 320.9 15,740 211.8

치주낭소파
전치(1/3악) 12,130 31,800 262.2 21,000 173.1

구치(1/3악) 12,130 21,200 174.8 14,000 115.4

치은신부착
전치(1/3악) 38,980 85,800 220.1 56,640 145.3

구치(1/3악) 38,980 57,200 146.7 37,760 96.9

치은절제
전치(1/3악) 27,000 171,540 635.3 113,220 419.3

구치(1/3악) 27,000 114,360 423.6 75,480 279.6

치은박리
간단 47,580 57,180 120.2 37,740 79.3

복잡 72,780 57,180 78.6 37,740 51.6

치조골이식 구강내(자가) 199,900 164,870 82.5 108,810 54.5

잠간고정 4치이상 27,290 50,510 185.1 33,340 122.2

근

관

충

전

근관내이물질제거 7,230 13,440 185.9 8,870 122.7

러버댐 2,400 950 39.6 630 26.3

치수절단
생활치수 9,680 21,920 226.4 14,470 149.5

실활치수 9,680 6,670 68.9 4,400 45.5

발수

단근 3,820 20,010 523.8 13,210 345.8

2근 7,640 37,170 486.5 24,530 321.1

3근 11,460 52,420 457.4 34,600 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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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계속

* 상대값: 한국의 수가를 100으로 하였을 때 

 

한국수가
일본 수가

빅맥수가 상대값 PPP수가 상대값

근관장측정

단근 1,230 2,860 232.5 1,890 153.7

2근 2,460 4,290 174.4 2,840 115.4

3근 3,690 5,720 155.0 3,780 102.4

근관세척

단근 1,390 1,050 75.5 690 49.6

2근 2,780 1,520 54.7 1,010 36.3

3근 4,170 2,000 48.0 1,320 31.7

근관충전

단근 4,520 7,530 166.6 4,970 110.0

2근 9,040 9,820 108.6 6,480 71.7

3근 13,560 11,910 87.8 7,860 58.0

발

치

유치 2,930 11,440 390.4 7,550 257.7

전치 3,380 14,300 423.1 9,440 279.3

구치 5,660 24,780 437.8 16,350 288.9

난발치 12,370 43,840 354.4 28,930 233.9

매복치 완전 53,360 95,300 178.6 62,900 117.9

방치와 재소파 6,240 12,390 198.6 8,180 131.1

치조골정형술 6,240 10,480 167.9 6,920 111.0

치근단절제
전치 37,830 123890 327.5 81,830 216.3

구치 46,990 123,890 263.7 81,830 174.1

보통처치 960 1,520 158.3 1,000 104.2

후출혈처치 6,570 14,790 225.1 9,760 148.6

보

존

와동형성

1면 1,820 11,910 654.4 7,860 431.9

2면 3,740 11,910 318.4 7,860 210.1

3면 4,020 11,910 296.3 7,860 195.5

4면 5,660 11,910 210.4 7,860 138.9

충전

1면 3,230 4,960 153.6 3,270 101.2

2면 5,690 4,960 87.2 3,270 57.5

3면 6,890 9,530 138.3 6,290 91.3

4면 9,820 9,530 97.0 6,290 64.1

치수복조
직접 970 11,440 1179.4 7,550 778.4

간접 970 2,380 245.4 1,570 161.9

제거

간단 1,280 1,430 111.7 940 73.4

복잡 2,760 2,860 103.6 1,890 68.5

포스트 2,760 4,770 172.8 3,150 114.1

즉일충전처치 7,720 11,910 154.3 7,860 101.8

연마 560 1,330 237.5 880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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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한한한국국국과과과 일일일본본본의의의 치치치과과과 요요요양양양급급급여여여 항항항목목목의의의 임임임상상상증증증례례례별별별 진진진료료료수수수가가가 비비비교교교

가가가...근근근관관관 치치치료료료
근관 치료의 경우,빅맥지수 적용 시,일본의 진료 수가는 한국보다 약

133-242% 수준이지만,PPP지수 적용 시에는 88-160%로 떨어져 한국보다 진
료 수가가 더 낮은 경우도 나타난다 (표 21-24).

표 21.(증례1)하악 우측 제 1대구치의 급성 치수염으로 인한 근관치료 수가

*: 한국의 경우 의원급의 15%를 가산한 수가

내원일 진료 한국 일본
수가(원) 수가(엔)

1

초진 9,730 주치의 2,740
방사선 판독,재료 2,640 480
마취 관리비포함 4,246 450
러버댐 2,090 100
발수 3,320×3 9,960 5,500
근관와동형성 1,730×3 5,190
근관길이측정 1,070×3 3,210 600
근관치료재료 파일 등 2,297

2

재진 6,450 450

근관충전
3,930×3
(가압) 11,970 1,100

가압 가산 1,500
재료대 2,324

러버댐 2,090 100
방사선 판독,재료 2,640 380

총계 64,737 13,400
한국과 일본의
진료 수가 비교 74,450원 * 빅맥 수가 127,700원

PPP수가 84,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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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증례2)하악 우측 제 1대구치의 치수괴사와 급성농양에 의한 근관치료 수가

*: 한국의 경우 의원급의 15%를 가산한 수가

내원일 진료 한국 일본
수가(원) 수가(엔)

1

초진 9,730 주치의 2,740
방사선 판독,재료 270 480
마취 관리비포함 4,236
농양절개 5,600 1,800

근관치료
발수 3,230×3 9,690

감염근
처치 3,900와동형성 1,730×3 5,190

근관확대 930×3 2,790
재료 파일 등 2,197

투약 처방전 710
약재정보 100

2

재진 6,450 주치의 450

근관치료

근관확대 930×3 2,790 근관첨약
처치 210근관세척 1,210×3 3,610

근관성형 930×3 2,970
근관길이측정 1,070×3 3,210 600
재료 파일 등 827

러버댐 2,090 100
방사선 판독,재료 2,090 480

3

재진 6,450 450
방사선 판독,재료 2,090 480
근관치료 근관충전 3,930×3(가압) 11,790 1,100

재료 2,324 가압가산 1,100
러버댐 2,090 100

총계 89,584 14,800
한국과 일본의 진료
수가 비교 103,000원* 빅맥 수가 141,040원

PPP수가 93,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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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증례3)상악 우측 중철치의 치관파절로 인한 치수노출의 당일 근관치료 수가

*: 한국의 경우 의원급의 15%를 가산한 수가

내원일 진료 한국 일본
수가(원) 수가(엔)

1

초진 9,730 주치의 2,740

근관치료

당일발수
근관충전 14,280 발수즉충 2,780

가압가산 1,100
50%가산 7,140 80%가산 3,100
재료 1,392 근관길이측정 300

마취 침윤
행위 940
50%가산 470
재료,관리 516

방사선
2장 2,370×2 4,740 첫번째 480

두번째 380
재료 270×2 540 포함

러버댐 2,090 100

처방전 원외 710
약제정보 100

총계 41,338 12,090
한국과 일본의 진료
수가 비교 47,540원* 빅맥 수가 115,210원

PPP수가 76,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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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증례4)상악 좌측 제 2대구치의 저작 시 동통으로 인한 근관치료 수가

*
: 한국의 경우 의원급의 15%를 가산한 수가

내원일 진료 한국 일본
수가(원) 수가(엔)

1
초진 9,730 주치의 2,740
방사선 판독,재료 2,640 480
치아진정 보통처치 840 160

2

재진 6,450 450

마취 후치조신경 전달 2,720
재료,관리 516

근관치료

발수 3,320×3 9,960
5,500와동형성 1,730×3 5,190

근관확대 930×3 2,790
근관측정 1,070×3 3,210 600
재료대 2,297

방사선 판독,재료 2,640 480
러버댐 2,090 100

3

재진 6,450 450

근관치료 치근세척 1,210×3 3,630 210
재료 827

러버댐 2,090 100

4

재진 6,450 450

근관치료 충전 3,930×3(가압) 11,790 1,100
재료 2,324 가압가산 1,100

방사선 판독,재료 2,640 380
러버댐 2,090 100

총계 89,364 14,360
한국과 일본의 진료
수가 비교 102,770원* 빅맥 수가 136,850원

PPP수가 90,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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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치치치주주주 치치치료료료
치주 치료의 경우,빅맥지수 적용 시,일본의 진료 수가 수준은 한국에 비해

약 132-182% 수준이지만,PPP지수 적용 시에는 87-120% 수준으로 떨어졌다
(표 25-28).

표 25.(증례5)만성 초기치주염에 의한 전악 치주검사와 스케일링 및 치근활택술
수가

*
: 한국의 경우 의원급의 15%를 가산한 수가

내원
일 진료

한국 일본
수가(원) 수가(엔)

1

초진 9,730 주치의 2,740
방사선 파노라마 판독,재료 9,110 3,170
치주낭측정 1,130×6 6,780 기본 2,000
치주관리 1,100
스켈링 전악 6,050×3 36,300 600+400×5 2,600

2

재진 6,450 450
치주낭측정 1,130×6 6,780 기본 2,000
치주관리 1,100
마취 행위,재료,관리 1,456
치근활택술 6,460×6 38,760 550×6 3,300
(치주치료)후처치 1,150 100

총계 116,516 18,560
한국과 일본의 진료
수가 비교 134,000원* 빅맥 수가 176,880원

PPP수가 116,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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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증례6)만성 치은염으로 인한 전악 치석제거 수가

*: 한국의 경우 의원급의 15%를 가산한 수가

내원일 진료 한국 일본
수가(원) 수가(엔)

1

초진 9,730 주치의 2,740

방사선 판독 7,810 재료대 포함 3,140재료 1,300
치주낭측정 전악 1,130×6 6,780 기본 2,000
치주관리 1,100

2 재진 6,450 450
스켈링 상악 6,050×3 18,150 60+40×2 1,400

3
재진 6,450 450
스켈링 하악 6,050×3 18,150 60+40×2 1,400
후처치 1,150 100

4 재진 6,450 450
후처치 1,150 100

총계 83,570 13,330
한국과 일본의
진료 수가 비교

15%
가산(의원급) 96,110원* 빅맥 수가 127,030원

PPP수가 83,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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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증례7)초기 만성 치주염으로 인한 치주 검사 및 치근 활택술 수가

내원
일 진료 한국 일본

수가(원) 수가(엔)

1

초진 9,730 주치의 2,740
방사선 파노라마 판독,재료 9,110 3,140
치주낭측정 전악 1,130×6 6,780 기본 2,000
치주관리 1,100
스켈링 하악 6,050×3 18,150 600+400×2 1,400

2
재진 6,450 450
스켈링 상악 6,050×3 18,150 600+400×2 1,400
후처치 하악 1,150 100

3
재진 6,450 450
후처치 상악 1,150 100
치과위생실지지도 800

4

재진 6,450 450
치주낭측정 전악 1,130×6 6,780 1개월이내50% 1,000
치근활택 하악전치 1/3악 6,460 550×6 3,300
마취 침윤 1,456

5

재진 6,450 450
치근활택 상악전치 1/3악 6,460 550×6 3,300
마취 침윤 재료,관리 1,456
후처치 하악전치 1,150 100

6

재진 6,450 450
치근활택 상악좌구치 1/3악 6,460 650×2+600×2 2,500
마취 침윤 재료,관리 1,456
후처치 상악전치 1,150 100
치주질환지도관리 월1회 1,100

7

재진 6,450 450
치근활택 상악우구치 6,460 650×2+600×2 2,500
마취 침윤 1,456
후처치 상악좌구치 1,1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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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계속

*: 한국의 경우 의원급의 15%를 가산한 수가

내원
일 진료 한국 일본

수가(원) 수가(엔)

8

재진 6,450 450
치근활택 하악우구치 1/3악 6,460 650×2+600×2 2,500
마취 침윤 재료,관리 1,456
후처치 상악우구치 1,150 100
치과위생실지지도 800

9

재진 6,450 450
치근활택 하악좌구치 1/3악 6,460 650×2+600×2 2,500
마취 침윤 재료,관리 1,456
후처치 하악우구치 1,150 100

10

재진 6,450 450
치주낭측정 전악 1,130×6 6,780 기본 2,000
후처치 하악좌구치 1,150 100
치주관리 1,100
치과위생실지지도 800

총계 190,226 40,830
한국과 일본의 진료
수가 비교 218,760원* 빅맥 수가 389,110원

PPP수가 256,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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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증례8)상악 우측 유중절치의 외상성 탈구로 인한 3치아의 잠간고정,4세
유아,야간 수가

*
: 한국의 경우 의원급의 15%를 가산한 수가

내원일 진료 한국 일본
수가(원) 수가(엔)

1

초진
9,730 주치의 2,740

유아가산 529 850
야간가산 초진료30% 2,919 400

방사선
판독 2,370 450
유아가산 판독료10% 237 30
재료 270 660

마취

침윤 940
유아가산 행위료30% 282
야간가산 행위료50% 470
재료 356
약품관리 160

잠간고정술

3치이하 16,900 3,300
유아가산 1,650
야간가산 50% 8,475 40% 1,320
재료(레진) 220×3 660

투약 원외처방 710
약제정보 100

2 재진 6,450 450
유아가산 1,060 100

3 재진 6,450 450
유아가산 1,060 100

4 재진 6,450 450
유아가산 1,060 100

장착물제거 간단 1,120 300
총계 67,288 14,820
한국과 일본의 진료
수가 비교 77,380원* 빅맥 수가 141,230원

PPP수가 93,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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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발발발치치치
발치 시에도,다른 증례와 마찬가지로 빅맥지수 적용 시에는 진료 수가 수

준이 한국보다 높아,일본의 경우 한국에 비해 140-193%이었지만,PPP지수 적
용 시에는 92-127%로 떨어졌다 (표 29-31).

표 29.(증례9)하악 우측 제 2소구치의 만성치주염으로 인한 발치 수가

*: 한국의 경우 의원급의 15%를 가산한 수가

내원일 진료 한국 일본
수가(원) 수가(엔)

1

초진 9,730 주치의 2,740
방사선 판독,재료 2,640 480
마취 전달 재료,관리포함 4,246
발치 구치 4,920 2,600

투약 원내조제
약값제외

처방 420
조제 90

2 재진 6,450 450
후처치 1,140

총계 29,126 6,780
한국과 일본의 진
료 수가 비교 33,490원* 빅맥 수가 64,610원

PPP수가 42,640원



- 42 -

표 30.(증례10)하악 우측 제 3대구치의 수평매복으로 인한 수술 발치 수가

*
: 한국의 경우 의원급의 15%를 가산한 수가

내원일 진료 한국 일본
수가(원) 수가(엔)

1

초진 9,730 주치의 2,740
방사선 2,640 480

마취 전달 3,730 380
재료,관리 516 70

발치 2/3이상골성매복,
치아분리술 완전매복 46,400 수평매복 10,000

가산 1,000

투약 원내조제,
약값제외

처방 450
조제 90

2 재진 6,450 450
후처치 1,140

3 재진 6,450 450
후처치 1,140

총계 78,196 16,110
한국과 일본의
진료 수가 비교 89,930원* 빅맥 수가 153,530원

PPP수가 101,3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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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증례11)상악 정중부 과잉치의 매복으로 인한 발치 수가,비골성 매복

*: 한국의 경우 의원급의 15%를 가산한 수가

    

내원일 진료 한국 일본
수가(원) 수가(엔)

1

초진 9,730 주치의 2,740

방사선
표준 2,640 480

교합 판독 3,300 350
재료 1,380

마취 침윤 행위 940
재료 516

발치 단순매복 23,210 난발치 4,600
투약 처방,조제 510

2 재진 6,450 450
후처치 1,140

3 재진 6,450 450
후처치 1,140

총계 56,896 9,580
한국과 일본의
진료 수가 비교 65,430원* 빅맥 수가 91,300원

PPP수가 60,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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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충충충전전전
빅맥지수와 PPP지수 적용 시,일본의 진료수가 수준은 한국에 비해,아말감

충전 시 각각 138%,91%이고,글라스아이오노머 충전 시 192%,126%이다.

표 32.(증례12)하악 우측 대구치의 우식으로 인한 아말감 충전(BO)수가

*: 한국의 경우 의원급의 15%를 가산한 수가

표 33.(증례13)상악 우측 중절치의 우식증으로 인한 글라스아이오노머 충전(ML)
수가

*
: 한국의 경우 의원급의 15%를 가산한 수가

내원일 진료 한국 일본
수가(원) 수가(엔)

1

초진 9,730 주치의 2,740
방사선 판독,재료 2,640 480
마취 전달 행위 3,730 380

재료 약품관리비포함 516 80
러버댐 2,090 100

충전
2면 4,950 단순 520
즉일 6,720 즉시충전형성 1,200

초진가산 50
재료 415 130

2 재진 6,450 450
연마 490 140

총계 37,731 6,270
한국과 일본의
진료 수가 비교 43,390원* 빅맥 수가 59,750원

PPP수가 39,440원

내원일 진료 한국 일본
수가(원) 수가(엔)

1

초진 9,730 주치의 2,740

충전

즉일 6,720 1,200
2면 6,140 복잡 1,000

초진가산 50
재료 1,487 120

콘디셔너 430
연마 490 140

총계 24,567 5,680
한국과 일본의
진료 수가 비교 28,250원* 빅맥 수가 54,130원

PPP수가 35,7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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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빅빅빅맥맥맥지지지수수수 및및및 PPPPPPPPP수수수가가가로로로 환환환산산산한한한 한한한국국국과과과 일일일본본본의의의 진진진료료료수수수가가가 비비비교교교

가가가...진진진료료료 항항항목목목별별별 비비비교교교
진료 항목별 상대값 비교 시,일본의 진료 수가는 발치의 경우 가장 높은

상대 값을 보였으며,마취의 경우 가장 낮은 상대값을 보였다.상대값이 높은
군은 발치,보존 및 치주이고,낮은 군은 마취와 진찰이다. PPP수가를 적용하
면,진찰과 마취는 100이하의 상대값을 나타냈다 (표 34).
상대값 범위에 따른 진료 항목 수에서는 빅맥수가 적용 시,상대값이 100이

상인 항목의 경우,일본이 한국보다 항목 수에서 월등히 많지만,PPP수가 적용
시에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표 35).

표 34.진료 항목별 평균상대값 비교
한국:100

표 35.상대값 범위에 따른 진료 항목 수
                                                        단위: 개

 

일본

빅맥수가시 상대값 PPP수가시 상대값

진찰 141 93

방사선 213 141

마취 106 70

치주 270 170

근관충전 193 128

발치 284 187

보존 277 183

상대값 100이하 100-200 200-300 300-400 400이상

빅맥수가시 15 20 17 6 12

PPP수가시 23 29 1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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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임임임상상상증증증례례례별별별 수수수가가가의의의 상상상대대대값값값 비비비교교교
임상증례별 수가의 상대값 비교 시,근관충전로 가장 높고 치주가 가장 낮

지만,그 차이는 비교적 크지 않으며,빅맥수가 적용 시에는 일본 진료 수가의
상대값이 156-171이지만,PPP수가 적용 시에는 109-113으로 떨어졌다 (표 36).

표 36.임상증례별 수가의 상대값 비교
                                                         한국:100

증례
일본

빅맥수가 상대값 평균 PPP수가 상대값 평균

근관충전

1 171.5

171

113.2

113
2 136.9 90.4

3 242.3 159.9

4 133.2 87.3

치주

5 132

156

87.1

103
6 132.2 87.3

7 177.9 117.4

8 182.5 120.0

발치

9 192.9

168

127.3

11110 170.7 112.7

11 139.5 92.1

충전
12 137.7

165
90.9

109
13 191.6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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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찰찰찰

일본의 치과계는 1981년에서 1997년까지를 ‘잃어버린 16년’이라 표현한다.
이는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치과 의료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치과의사
들의 소득은 감소하고,전문직으로서의 위상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2000년도
전체 국민의료비는 30조 3,593억엔이고 이 가운데 치과의료비는 2조 5,575억엔
으로 약 8.4%를 차지하고,이는 1989년의 9.9% 대비 1.5% 감소한 수준이며,
1962년의 12.4%의 최고치였을 때와 비교하면 3%정도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이
다.
이의 원인은 절대적인 환자수의 감소,치과의사 공급의 증가,낮은 요양급여

액,보철의 요양급여화 도입 및 낮은 수가,그리고 일본 치과계 지도부의 정책
적 판단 오류 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환자수의 감소는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 불황,총인구의 감소 경향

과 함께 고령화 등인구의 구조적인 측면도 영향을 미쳤지만,직접적으로는
1997년의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이 큰 영향을 미쳤다.즉,피용자 본인의 일부 부
담을 1할에서 2할로 인상하고,노인의료비의 일부 부담을 인상하여 외래의 경
우 1개월 당 1,020엔에서 1회 진료 당 500엔으로 변경하며,외래 약제 지급 시
일부 부담을 신설한 것이다.
두 번째,치과의사 공급의 경우,의료 및 치과 의료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수반하여,1970년 田中 내각은 의사에 대해서는 1현 1의대를 구상하고,치과의
사의 양성도 이에 호응하여 1981년에는 27대학 29학부로 되고 입학 정원이
3,380명이 된다.이로 인하여 치과의사 수는 1980년 5만 명을 돌파하고 증가를
지속하는 가운데,1985년 <치과의사 수급에 대한 검토회>가 설치된 후,치과대
학 입학 정원의 20% 삭감을 결의하여 1997년부터 치과의사 수의 증가폭이 둔
화되기 시작한다.치과의사 공급에 대한 대책으로,입학 정원의 삭감과 함께,
치과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1년 이상의 임상연수제를 도입하여 200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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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예정하고 있고,또한 현재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과의사 정년제의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효과는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 뿐 만 아

니라,입학 정원의 삭감이 교원 수의 삭감으로 통하는 국공립대학도 쉽지 않고,
더욱이 사립대의 경우는 경영의 문제가 따라붙는다 (伊東侊靑,2004).
세 번째,요양급여액의 경우,의과 외래를 100으로 했을 때,치과의 1일당

의료비는 1980년 120.4에서 2000년 100.5로 의과와 거의 겉은 수준에 도달하고,
더욱이 진료 시간에 있어서는 치과가 의과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진
료시간 1분당 평균 진료비용을 의과는 780엔인 반면 치과는 이의 44.7% 수준
인 349엔이다.이는 의과에 비해 치과진료가 긴 노동시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낮은 보수를 받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치과가 낮은 요양급여액을 갖는 이유는,일본에서의 요양급여 수가

의 개정이 실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에 의해 결정되므로 일본의사회에 비해 정치
력이나 수적으로 열세에 있는 치과의사회의 발언력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또 다른 이유는 1984년 악가재원 충당 방식에 의한 의료보험 수가 인
상에서,약 사용량이 의과에 비해 적은 치과 수가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 외의 문제로는,보철의 요양급여화 도입 및 낮은 수가를 들 수 있다.

1923년 의료보험 도입 시,일본의 후생성은 보철의 급여화를 반대하였다.보철
은 치아 결손에 의한 치료여서 질병 치료를 위주로 하는 보험 원리에 적용이
어렵고,귀금속을 사용하는 고가의 치료로 치료의 방법과 재료 선택의 폭이 넓
을 뿐 만 아니라,또한 주문형 치료이기 때문에 진료 내용을 표준화하여 염가
로 공급하는 사회건강보험 적용에 문제가 있고,선진 유럽에서도 시행하는 국
가가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국가 보험 재정의 부
족한 상황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본치과의사회의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로 보철이 급여에 포함되었

다.당시 팽팽한 찬반양론이 있었지만,치과의사회 회장이 적극적으로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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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는데,그 이유는 일본 치과계의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그러나 당시 치과 진료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요양급여의 적용
을 받음으로 인해,보철 수가가 낮게 책정되고,이로 인한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현재의 낮은 보철 수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또한,사용할 수 있는 재
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보철이 급여에 포함됨으로서 다른 일반 치료의 수가가
억제되고 있는 것이다.또한 1976년 차액진료대 징수의 폐지로 인하여 그나마
낮은 보철 수가를 보충하였던 것이 불가능해짐으로서 일본 치과의사들의 수입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의 역사적 사례에서 보듯이,지도부의 정책 판단이 왜 중요한가를 한국

치과계는 인식해야 한다.일본 치과계 지도부는 치과 보철에 대한 요양급여의
포함과 수가 인상 및 신기술 도입 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을 뿐 만 아니
라,약가 차액에 의한 수가 인상 시에도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일본의 치
과계를 전체적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과 유사한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첫 번째로 한국의 인구는 정체 내지는 감소가 예상되는데 반해,치과의사의 수
의 증가는 현재의 추세로 지속된다는 것이다.
아직 까지 한국의 치과의사수는 다른 OECD 가입국가와 비교하여 많은 편

은 아니다.2003년 유럽공동체의 지역인구는 4억 8,9000만 명,치과의사수는
31,4000명으로 인구 1,000명 대비 약 0.65명,이에 비해 한국은 0.3명으로 유럽
공동체의 1/2이하 수준이며,2002년 기준 인구 천 명 대비 치과의사수가 적은
순위로 멕시코의 0.1명,터키의 0.2명에 이어 한국은 3위의 0.3명이다.
치과의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총인구수는 점차 감소하여,치과

의사들이 진료할 수 있는 환자의 절대수가 감소한다면,치과의사들 상호간에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내원 환자수의 감소는 치과 수익률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치과의사는 수익률이 높은 고가 또는 과잉진료에 집중하는
왜곡 진료를 만연시킬 가능성이 높다.이는 사회적 비용의 낭비일 뿐 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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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환자와 의사의 불신을 야기하고,질병 치료의 중요한 요소인 환자-의사의
신뢰관계를 파괴시킬 것이다.또한 치과의사 수입의 감소는 우수한 인적 자원
의 치과에 대한 지원 기피를 초래하여 치과계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게 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곳으로 진료가 집중되어 지역적 계층적 편중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측면이다.이제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은 세계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고도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냈지만,앞으로는 인구와 마찬가지로 경제도 정체 내지는 완만한 성장이 예상
되고 있다.이제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GDP증가율도 근래에 들어와 점
점 감소되기 시작하여,성장률이 매우 낮은 선진국형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되며 예전과 같은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은행은,고령화의 진행이 현 추세대로 계속될 경우 평균성장률이 200

6～2010년은 4.12%,2011～2020년은 3.43%,2021～2030년은 3.33%로 점점 낮아
져,2006～2050년의 년 평균성장률은 2.87%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세 번째는,국민들의 구강 보건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예방과 조기 치료에

관심이 증대하므로,한국 성인들의 치관우식증 유병상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
네 번째로는 정부의 정책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진행’이

명확해지는 것이다.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조는,국가가 당연히 공급해야
할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김용익,2003),제도상으로 진료의 보급율이 증
가하면 보험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伊東侊靑,2003).
또한 현 정부는 의료개혁의 주요 부분으로 참여복지를 내세우며,‘복지의 보

편성 확보는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
고,소득 보장 위주에서 의료,보육 등,의식주 전반의 생활권 보장으로 복지정
책의 확대’를 주창한다 (보건복지백서,2004).
그리고 한국의 10대 다빈도 질환 중,3가지가 구강관련 질환이며,국가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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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으로 관리해야한 비전염성 5대 질환 중,고혈압,당뇨병과 함께 치아 우식
증이 포함되어 있다.이런 점들로 미루어 국가의 의료에 대한 개입은 점점 늘
어나게 되고,요양비급여 및 비보험진료 항목은 축소되어,이제껏 치과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일반 진료의 영역은 좁아지게 되고,치과의 많은
진료 항목이 보험영역으로의 편입이 불가피해진다.
결국 한국의 경우도 치과의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구 증가율은

정체내지는 감소가 예상되고,국민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의 향상 등으로
환자 수의 감소가 예상된다.또한 치과의사 수입의 감소로 이어지리라 추정되
는 국민 소득의 정체로 인하여 치과계의 어려운 상황이 예견된다.
한국과 일본의 항목별 요양급여의 비교에 있어서,일본의 경우가 한국보다

요양급여 항목의 숫자도 많고 다양하며,근래에 들어 기본 진료와 초기치료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치의 제도 등을 신설하는 등 예방 및 유지∙관리를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더불어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보건법에 의한 진료
및 재택 방문 진료 등이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특히 치주의 경우 체
계적인 치료 및 유지 관리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사회적 비용과 삶의 질적
인 면에서 보면 예방진료 및 유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마취,스케일링,치은박리,근관세척,근관충전 및 충전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낮은 상대값을 보인다.특히 진찰의 경우 초진은 한국보다 높은 진료수가를 보
이지만 재진은 월등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와동형성 시,한국은 면수가 증
가하면 가산을 하는데 비해 일본은 일정하다.
일본의 보철 요양급여의 경우 질의 문제가 제기된다.예를 들어 국소의치의

경우 한국은 대개 기본 틀을 주조하여 제작하지만,일본의 요양급여 항목에는
주조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또한 금관 제작 시 사용하는 재료도 한
국은 금이 74% 정도 함유된 재료를 사용하지만 일본은 인레이 제작시의 14K
를 제외하면 대개의 경우 12% 금-팔라디움이 포함된 재료를 사용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비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자유진료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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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특정 요양비 제도를 활용한다.그러나 자유진료의 비중
이 점점 작아지고,모든 계층에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현실에서 볼 때,보
편적인 진료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다.즉 보철의 요양급여 적용은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문제는 비단 보철의 경우에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일부 유럽 국가에

서의 치료 결과에 대해 많은 치과의사들이 갖는 의문점도 동일한 문제의식이
다.요양급여 적용을 받는 진료가 비보험 일반 진료보다 질적인 면에서 떨어진
다면 의료보험이 갖는 의의는 반감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진료의 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익성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진료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 행위만
으로 일정의 보수가 지급된다면,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다는 것만으로 전력을
다하는 의사는 그리 흔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반면 미국식 치과 진료의 내
용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는 의료비가 비
싸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내포되어 있다.
경제가 윤택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며 의료

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그러나 국가 재정의 한계로 인해 일정 비용으로 양
과 질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공공성에 치중하면 질은 떨어질 것이고,질
을 강조하면 공공성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이상과 현실,질과 양,
내용과 형식,개인과 대중,이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는 보건의료정책을 시기
적절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는 관련자들의 철학과 능력이다.
흔히 한국의 의료체계를 과도기적이라 말한다.유럽식 복지모델을 목표로

하지만,국가 재정의 문제로 아직 달성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이루어져야하는
당위성으로 인식하는 것이다.그러나 이미 유럽에서는 재정 문제로 인하여 복
지 혜택을 축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축소되리라는 전망의 보도가 나오고,
앞에서 지적한 질의 문제도 대두된다.즉 복지 만능은 아니라는 얘기다.
제언으로 진료의 질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를 전제로,현재의 비보험과 보

험 급여가 혼재되어 있는 한국의 의료체계를 보완 수정함으로써,치료의 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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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성,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다수를 만족시키는 제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임상증례별 진료수가의 비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어떤 항목의 경우 한

국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데 반해 일본은 적용하지 않고,또 그 역의 경우도
많이 있다.이들을 감안하여 진료수가를 비교하면,빅맥수가 적용 시,진료수가
의 차이가 큰 반면,PPP수가 적용 시,일본의 진료수가는 한국보다 차이가 크
지 않다.또한 항목 별 수가는 양국의 차이가 큰데 비해 임상증례별 진료수가
는 차이가 적게 나타나는 것은 건강보험 적용 항목의 유무와 적용 빈도의 차이
가 원인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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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한국의 경우 치과 병의원의 급격한 늘어나는 것에 수반하여 요양급여 진료
비와 지급건수 등이 증가하지만,전체 진료비와 증가율에 비교하면 매우 낮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치과 추계 환자수 및 수진율이 1984년 이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다가 근래에 들어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며,전체 외래환자총수에서 점하는
비율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항목별 요양급여 수가는 빅맥지수를 적용하면 일본이 대체적으로 높았

으나,PPP지수를 적용하면 그 차이는 거의 근소하다고 말할 수 있다.근관치
료의 경우 빅맥수가는 일본이 한국보다 약 2∼4배 정도 높으며,발치의 경우에
도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그러나 PPP수가는 그 차이가 줄어들어
양국이 거의 근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래 일본의 경제가 장기간 극심한 불황으로 인하여,구매력 지수가

상당히 하향조절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한국과 일본의 진료 항목별 수가의 평균 상대값 비교시,한국의 수가를 100

으로 하여 빅맥수가를 적용했을 경우,일본의 요양급여수가는 한국보다 높아,
발치시 284로 최고치를 보이고,마취시 106으로 최저치를 보인다.그러나 PPP
수가 적용시에는 상대값이 66% 수준인 70-187로 낮아지며,100이하인 경우도
진찰과 마취 두 가지가 나타난다.
진료항목의 수 비교에서는,빅맥수가 적용 시 100이하가 15개,400이상은 12

개로 나타나지만,PPP수가 적용 시에는 100이하가 23개로 늘어나고,400이상은
4개로 줄어든다.
임상증례별수가 비교에서는 항목별 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빅맥지수를 적용

하면 일본이 한국보다 수가가 높아지지만,PPP지수를 적용하면 그 차이는 줄
어들어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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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증례별 수가의 상대값 비교에서는,항목별 비교보다 상대값이 많이 낮
아져,빅맥수가 적용시에는 156-171,PPP수가 적용시에는 103-113으로,근관충
전시 최대 상대값을 갖고,치주치료시 최소의 상대값을 갖는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첫째,항목별 수가체계는 실제의 진료비를 반영하지 못

한다.
치주,근관충전,발치,보존의 4항목의 요양급여수가를 비교하는 경우,항목

별 비교에서는 PPP수가를 적용시 최소치가 128이고,임상증례별 비교에서는
최대치가 113이 되어,임상증례별 최대치가 항목별 최소치보다 상대값이 낮게
나타난다.또한,임상과목 중 상대값이 높은 순위로,항목별 비교에서서는 발치,
보존,치주,근관충전 순이지만,임상증례별 비교에서는 근관충전,발치,충전,
치주의 순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일본의 건강보험수가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항목별 수가 비교에서는 일본의 수가가 한국보다 높지만,임상증례별 수가

비교에서는 낮아지며,특히 PPP수가를 적용하면 평균 109가 되어,한국보다
9%정도 일본이 높게 나타난다.그렇지만 한국의 경우 보철을 비롯한 비보험
진료 항목이 있고,일본은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일본의 요양급여수가가 한
국보다 높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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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edbyProfessorHo-keunKwon,D.D.S,.M.P.H.,Ph.D)

Thepurposeofthisstudyisprobablysignificanttocompareandanalyse
thedentalinsurancefeeoftheboth countriesin thepartstofind the
advanced strategies by studying why the status ofthe Japan's dental
communitywasdown.
InJapan,thepartsofNationalDentalExpenseamongtheTotalNational

HealthExpensehadbeenremarkablydecreasedabout2% during10years
from 9.9% in1989to8.2% in1999.Alsoincomesofdentistwerefallenout
from ￥18.84millionsinayearin1992to￥15.92millionsin2001.Inthe
comparison ofthe medicaldoctor,the index ofdentist's income was
decreasedfrom 78.0in1993to52.5in2000when100inthemedicaldoctor.
Thosemadethedentist'sstatusdownandthegoodcandidatesavoidedto
applytodentalarea.
Thecausesoftheseaspectsweretheabsolutedecreaseofthenumbers

ofpatients,theincreasedsuppliesofdentists,low insurancefee,low prices
ofprothodontic,andthemistakesofthestrategybytheleader'sgroupin
dentalcommunity,thatis,thebalancesallocatedone-sidely intomedical
partwhen theseparation ofdispensary from medicalpractice,and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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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n'thaveanygreateffectwhentheinsurancefeewasadjusted.
ThepresentsituationsinKoreaarenotsodifferenttocomparetoJapan.

Itisexpectedthatthegrowthrateofthetotalpopulationwillbestagnant
ordecreased tocomparethenumbersofdentistscontinuously increased.
Alsothegrowthrateofthenationaleconomywillbestagnantorlow,and
the decreased tendency ofthe oraldiseases by the recognition ofthe
importancesabouttheoralhealth.Additionallythegovernment'spolicyof
thenationalhealthprogram isestablishedtoreinforcethepublicityinthe
medicalareas.
Inthestudyofmethod,firstlythedifferencesoftheinsurancefeeof

individualitemsofdentistry,thenthoseofthepricesintheactualclinical
caseswerecomparedinbothcountries.Butitwasnoteasytocomparethe
conditionsoftheprothodonticarea,soonlythehistoryinJapanandthe
characteristicsweredescribed.
Alsotherewerenotonlythedifferencesoftheexchangerates,butthe

purchasingpowerinthesamevalueofthemoneybetweentwocountries.It
werecorrectedbyusingtheBMI(BigMacIndex)(＄2.22inKorea,＄2.33
in Japan on 2004)and PPPI(Purchasing PowerParity Index,774.37in
Korea,1,332.8inJapanon2004).
Finally,JapanhasmoreitemsthanKorea,andespeciallyalotofitems

intheareaofpreventivedentistryandmaintenancewereincludedinthe
NHI.
Tosay abouttheconditionsofprothodonticin Japan,itwaswholly

coveredbytheCareGrantfrom thebeginningstageof NHI.Alsoitwere
characterizedbyusingthepreciousmetal,stronglyconnectingtolaboratory
processes,andthevariouswaytoselectthematerialsandthemethods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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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Nowadaysthe'MixedSystem',thatis,theinsurancesystem,
freesystem bypersonalpayingofalltreatmentfee,andthespecialcare
system,wasorganisedintheprocessofpermittingandceasingthesystem
topaythebalancesoftwoprices.
Intheconditionofinsurancepayment,thefeeofindividualitemswere

higherinJapanapplyingtheexchangerateortheBMI,butthedifferences
rapidlydecreasedinthePPPI.
Intheactualclinicalcases,33-166% higherintheendodontics,33-88%

in periodontics,40-93% in extractions,and 38% in theamalgam filling
casesapplyingtheBMI,butdifferencesalsorapidlydecreasedinthePPPI
inJapan,moreoverinsomecases,Korea'swerehigher.
TotakeRelativesValuesofJapan when 100in Korea,almostitems

wereover100applyingtheBMItocomparethefeeofindividualitems,but
thediagnosisandtheanesthesiawerebelow 100inapplyingPPPI.Inthe
BMI,thevalueswas156-171,itwasdecreasedto100-113inthePPPIon
theactualclinicalcases.
Thatis,higherinsurancefeeinJapanthanKoreadoesn'tmeanhigher

dentaltreatmentpaymentbecause ofthe considerations ofno item not
coveredbyinsuranceinJapan.

Key Words:Big MacIndex,Comparisonsofdentalinsurancefee,PPP Index,
Relative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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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

한한한국국국과과과 일일일본본본의의의 치치치과과과의의의료료료보보보험험험 주주주요요요 통통통계계계 현현현황황황
가가가...한한한국국국

표 1.한국 치과병의원의 진료비 현황

*:전년대비증가율

표 2.한국 치과병의원의 건당 진료비 현황

*:전년대비증가율

년도 내원일수
(천일(%))

진료일수
(천일(%))

총진료비
(억원(%))

급여비
(억원(%))

2001 병원 807 918 201 101
의원 46,554 46,842 9,137 6,436

2002* 병원 1,143(41.6) 1,272(38.6) 289(43.8) 172(70.3)
의원 47,295(1.6) 47,384(1.2) 8,899(-2.6) 6,230(3.2)

2003 병원 1,284(12.3) 1,304(2.5) 328(13.5) 198(15.1)
의원 48,554(2.7) 48,587(2.5) 9,167(3.0) 6,421(3.1)

2004 병원 1,439(12.1) 1,453(11.4) 374(14.0) 226(14.1)
의원 49,301(1.5) 49,322(1.5) 9,539(4.1) 6,686(4.1)

년도 지급건수
(천건(%))

건당
진료비
(원(%))

급여비
(원(%))

내원일수
(일(%))

진료일수
(일(%))

2001 병원 423 47,550 23,378 1.90 2.17
의원 29,076 31,423 22,132 1.60 1.61

2002* 병원 617(45.9) 46,807(-1.6)27,812(19.0) 1.85(-2.6) 2.06(-5.1)
의원 29,710(2.2) 29,952(-4.7)20,971(-5.2) 1.59(-0.6) 1.59(-1.2)

2003 병원 723(17.2) 45,343(-3.1)27,420(-1.4) 1.78(-3.8) 1.80(-12.6)
의원 30,933(4.1) 29,364(-2.0)20,756(-1.0) 1.57(-1.3) 1.57(-1.3)

2004 병원 824(14.0) 45,425(0.2)27,465(0.2) 1.75(-1.7) 1.76(-2.2)
의원 31,770(2.7) 30,025(2.3)21,044(1.4) 1.55(-1.3) 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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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한국 치과병의원의 내원일당,진료일당 현황

*
 :전년대비증가율

표 4.한국 치아 우식증,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 질환,치은염 및 치주조직
질환의 총진료비와 급여비 현황

단위:(%)

년도
내원일당 진료일당

진료비
(원(%))

급여비
(원(%))

진료비
(원(%))

급여비
(원(%))

2001 병원 24,964 12,462 21,940 10,953
의원 19,626 13,823 19,505 13,738

2002* 병원 25,266(1.2) 15,103(21.2) 22,705(3.5) 13,491(23.2)
의원 18,815(-4.1) 13,174(-4.7) 18,780(-3.7) 13,149(-4.3)

2003 병원 25,540(1.1) 15,445(2.3) 25,155(10.8) 15,212(12.8)
의원 18,880(0.3) 13,224(0.4) 18,867(0.5) 13,215(0.5)

2004 병원 26,024(1.9) 15,735(1.9) 25,772(2.5) 15,582(2.4)
의원 19,349(2.5) 13,561(2.5) 19,340(2.5) 13,555(2.6)

년도
치아우식증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질환

지급건수
(천건)

내원일수
(천일)

총진료비
(억원)

급여비
(억원)

지급건수
(천건)

내원일수
(천일)

총진료비
(억원)

급여비
(억원)

2001 8,095 12,049 2,540 1,773 10,641 21,089 3,933 2,768
2002 8,116

(0.3)
11,864
(-1.5)

2,443
(-3.8)

1,694
(-4.5)

11,154
(4.8)

21,754
(3.2)

3,989
(1.4)

2,772
(0.1)

2003 8,061
(-0.7)

11,716
(-1.2)

2,452
(0.4)

1,770
(4.5)

11,141
(-0.1)

21,571
(-0.8)

4,057
(1.7)

2,822
(1.8)

년도
치은염 및 치주조직질환

지급건수
(천건)

내원일수
(천일)

총진료비
(억원)

급여비
(억원)

2001 6,906 9,688 2,169 1,488
2002 6,108

(-11.6)
8,618
(-11.0)

1,560
(-28.1)

1,059
(-28.8)

2003 6,602
(8.1)

9,209
(6.9)

1,678
(7.6)

1,137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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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한국 치아 우식증,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 질환,치은염 및 치주조직
질환의 건당 진료비와 급여비 현황

단위:(%)

표 6.한국 치아 우식증,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 질환,치은염 및 치주조직
질환의 내원일당 진료비와 급여비 현황

단위:(%)

년도
치아우식증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질환

진료비
(원)

급여비
(원)

내원일수
(일)

진료일수
(일)

진료비
(원)

급여비
(원)

내원일수
(일)

진료일수
(일)

2001 32,380 21,920 1.49 1.50 36,962 26,012 1.98 1.99
2002 30,105

(-7.0)
20,868
(-4.8)

1.46
(-2.0)

1.47
(-2.0)

35,763
(-3.2)

24,847
(-4.5)

1.95
(-1.5)

1.96
(-1.5)

2003 30,011
(-0.3)

21,099
(1.1)

1.45
(0.7)

1.46
(-0.7)

36,419
(1.8)

25,334
(2.0)

1.94
(-0.5)

1.94
(-1.0)

년도
치아우식증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질환 치은염 및 치주조직질환

진료비(원) 급여비(원) 진료비(원) 급여비(원) 진료비(원) 급여비(원)

2001 21,804 14,721 18,651 13,126 22,388 15,355

2002 20,595

(-5.5)

14,276

(-3.0)

18,338

(-1.7)

12,741

(-2.9)

18,107

(-19.1)

12,287

(-20.0)

2003 20,696

(0.5)

14,518

(1.7)

18,809

(2.6)

13,084

(2.7)

18,221

(0.6)

12,347

(0.5)

년도
치은염 및 치주조직질환

진료비
(원)

급여비
(원)

내원일수
(일)

진료일수
(일)

2001 31,409 21,542 1.40 1.44
2002 25,547

(-18.7)
17,335
(-19.5)

1.41
(0.7)

1.45
(0.7)

2003 25,410
(-0.5)

17,222
(-0.7)

1.39
(-1.4)

1.5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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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한국 치아 우식증,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 질환,치은염 및 치주조직
질환의 진료일당 진료비와 급여비 현황   

단위:(%)

*건강보험 통계 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

     

년도
치아우식증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질환 치은염 및 치주조직질환

진료비(원)급여비(원) 진료비(원) 급여비(원) 진료비(원) 급여비(원)
2001 20,956 14,632 18,532 13,063 21,744 14,913
2002 20,480

(-2.3)
14,197
(-3.0)

18,281
(-1.4)

12,701
(-2.8)

17,622
(-19.0)

11,978
(-20.0)

2003 20,850
(1.8)

14,466
(1.9)

18,766
(2.7)

13,054
(2.8)

17,892
(1.5)

12,1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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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일일일본본본

표 8.일본의 추계 환자수의 추이

*厚生勞動性

표 9.일본 치과 수진율의 추이(인구 10만당)

*厚生勞動性

표 10.일본 치과진료 실일수의 추이

*厚生勞動性
     

년도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전체의료기관(천명) 7,699 8,070 8,366 8,402 8,810 8,319
치과의원 1,101 1,210 1,244 1,259 1,302 1,150
병원 2,766 3,091 3,384 3,430 3,657 3,534
일반의원 3,831 3,768 3,738 3,713 3,852 3,635
외래환자총수 6,355 6,634 6,855 6,973 7,330 6,836
외래환자총수에서 점하는
치과환자의 비율 17.3 18.2 18.2 18.1 17.8 16.8

년도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외래총수진율
(전회조사대비증가율)

5,285 5,426
(2.7)

5,554
(2.4)

5,589
(0.6)

5,824
(4.2)

5,396
(-7.3)

치과수진율
(전회조사대비증가율)

916 990
(8.1)

1,007
(1.7)

1,009
(0.2)

1,037
(2.8)

907
(-12.5)

년도 1989 1990 1991 1992 1993
진료실일수(천일)
(전년대비증가율)

395,321
(0.4)

400,134
(1.2)

409,167
(2.3)

411,937
(0.7)

410,939
(-0.2)

년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진료실일수(천일)
(전년대비증가율)

411,088
(0.0)

413,430
(0.6)

421,299
(1.9)

413,738
(-1.8)

410,583
(-0.8)

410,563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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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일본상병별 치과 환자수의 현황 (1999년)

*厚生勞動性

표13.일본 국민의료비 및 치과의료비의 추이

*厚生勞動性

표 14.일본 치과의료비의 미래 추계

*日本總合硏究所

우식증 치수염 치주질환 치근막염 보철 기타질환

환자수(천명) 285.9 157.9 231.3 195.5 216.4 62.8

비율(%) 24.9 13.7 20.1 17.0 18.8 5.5

년도
국민의료비 치과의료비 국민소득

총액
(억엔)

전년
대비증가
(%)

국민
소득대비
(%)

총액
(억엔)

전년
대비증가
(%)

국민
소득대비
(%)

총액
(억엔)

전년
대비증가
(%)

1990 206,074 4.5 5.87 20,354 3.8 0.58 3,509,874 9.0
1991 218,260 5.9 5.87 21,190 4.1 0.57 3,718,611 5.9
1992 234,784 7.6 6.32 22,666 6.4 0.62 3,713,294 -0.1
1993 243,631 3.8 6.56 23,155 0.8 0.62 3,711,608 -0.0
1994 257,908 5.9 6.89 23,523 1.6 0.63 3,745,463 0.9
1995 269,577 4.5 7.12 23,837 1.3 0.63 3,788,057 1.1
1996 285,210 5.8 7.34 25,431 6.7 0.65 3,886,361 2.6
1997 290,651 1.9 7.42 25,346 -0.3 0.65 3,918,579 0.8
1998 298,251 2.6 7.83 25,204 -0.6 0.66 3,807,142 -2.5
1999 309,337 3.7 8.10 25,444 1.0 0.67 3,817,070 0.2
2000 303,593 -1.9 7.98 25,575 0.5 0.67 3,805,066 -0.3

년도 치과수요합계(억엔) 지수
1995 27,782 100.0
2000 28,576 102.9
2005 29,015 104.4
2010 29,065 104.6
2015 28,791 103.6
2020 28,408 102.3
2025 27,698 99.7
2030 26,811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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