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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급증세에 따라 2022년 상반기(6월)까지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온라인 보수교육을 인정한다.

치협 집행부는 지난 12월 21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2021 회계연도 제7
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온라인 보수교육 인정과 관련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1년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열린치과봉사회
(회장 기세호)’를 최종 결정했다. 임원 보선과 보직 변경도 있었다. 황혜경 전 
문화복지이사를 문화복지이사로 보선하고, 이에 따라 문화복지이사를 
겸직하고 있던 이민정 이사를 고유업무인 치무이사로 보직 변경, 진승욱 
정책이사가 공석이던 기획이사를 겸직토록 했다.

이사회에서는 치협 재무업무규정도 개정했다. 매년 3월 1일부터 4월 30
일까지 미불금기간 내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하고, 예산사용 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상한을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고문·자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도 통과됐다. 이는 
치과계 개원 환경 변화에 따라 법률자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기존 ‘
고문변호사와 자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명칭을 ‘법률고문단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해 자문 기능을 확대했다.
또 이사회에서는 법제·기획·회원고충처리위원회,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 
시켰으며, 대전지부·대한구강악안면외과·대한통합치과·대한치과교정 학회 
회칙 개정의 건도 일부 자구 수정 조건으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또 세월호 트라우마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지난 2014년 4월 22
일 ‘사랑의 열매’를 통해 안산온마음센터에 2억 원을 지정기부했던 건과 관련, 
해당 기관 사업수행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 지정기부 기관을 ‘중앙 
및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 
이사회에서는 회장단 선거 중립보도 원칙을 강화하는 치의신보 운영규정 
개정의 건, 파나소닉 구강세정기 1종 및 오랄비 전동칫솔 7종 추가 추천의 
건을 의결했다.

보고사항으로는 ‘2022 개원성공 컨퍼런스’ 준비상황, 노사협약 진행경과, 
회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박창진 회원의 공개질의 건, 회원여론조사 진행 
건, 닥터자일리톨버스 11월 활동내용 등이 다뤄졌다.

온라인 보수교육 2022년 6월까지 연장

정기이사회, 올해의 치과인상 ‘열린치과봉사회’ 선정

황혜경 문복이사 선임, 진승욱 기획·정책이사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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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현행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의 개선을 위한 내부 논의에 
들어간다.

치협 비급여 대책위(위원장 신인철)와 복지부는 지난 12월 20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의 
개선작업을 위한 1차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날 실무회의는 치협이 지난 1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의 개선대책’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 가운데 현행 
저수가 경쟁을 부추기는 직접 가격 비교식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개선작업을 위한 실무회의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실무회의에는 치협에서 신인철 위원장과 이창주 치무이사, 복지부에서는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과 임화영 사무관이 참석했다.

치협은 이날 심평원 홈페이지 내 비급여 가격공개와 관련된 사설 
가격비교사이트 및 앱 자료 등을 취합해 전달하면서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심평원은 비급여 공개자료를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 외에 상업적 
으로 활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의료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미 일부 사설 병원 비교 앱 등에서는 해당 사이트를 링크하거나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치협은 또한 비급여 가격공개 의원급 확대 이후 치과계에 나타나고 있는 
실질적인 폐해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복지부 측에 비급여 직접 비교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평균값’으로 표기(다빈도)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정민 과장은 “현행 비급여 진료비 직접 비교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다. 개선을 위해 복지부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 
평균값으로 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1차 실무회의 직후 신인철 위원장은 “비급여 공개방식이 한번 결정된 
만큼 바꾸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지만, 현재 비급여 대책위는 왜곡된 국민의 
알 권리와 먹튀 치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복지부를 
설득하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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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치협 비급여 진료비 개선 논의 본격 착수

비급여 공개방식 개선 1차 실무회의 갖고 소통

치협 비급여 대책위 평균값 표기 등 강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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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중 
94.1%가 최종 합격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12월 24일 ‘2022년도 제
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공고했다.

국시원은 이번 시험 응시자는 총 76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721명이 최종 
합격해, 합격률 94.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국내 대학 졸업예정자는 738명, 합격자는 701명으로 

합격률은 95.0%였다. 국내 대학 졸업자는 14명이었고 합격자는 7명으로 
50.0%였다. 외국 대학 출신 응시자 등은 14명 중 13명인 92.9%가 합격했다.

행정심판청구는 또는 행정소송은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24일로부터 90일 
내다. 이의신청 항목은 ▲전산 상 점수 산출과정 중 전산오류 ▲합격여부 
오류 ▲실기시험 진행과 관련된 기타 명백한 오류 등이다. 동영상 확인 및 
재채점, 장비 및 시스템 오류 확인, 채점표 및 채점기준 공개 등에 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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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주는 임
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으로 치과진료가 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2022년 1월부터 기존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처방 
의약품 등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으로 치과진
료나 감기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모든 진료 및 약국으로 사용범위를 확
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또 기존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새해부
터는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임산부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
후 1년에서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건보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요양기관에서 임산부의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08년 20만
원을 시작으로 2022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까지 점차 확대돼 왔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 담은 바우처(이용권: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를 통해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입력
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 가정에 진료비 부담 완화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해부터 임신·출산지원금으로 치과진료 가능

모든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사용 가능

한 자녀 100만원·다자녀 140만원, 2년 사용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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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치의 국시 실기 합격률 94.1%

응시자 766명 중 721명 합격

발표 후 90일 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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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Study for Improvement of the Dental Care Delivery System in General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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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Yeong Lee1, Jae-Yong Lee2, Jang-Ha Lee3, Young-Wook Park3k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pinion of dental specialists on the reasons for the decrease in the role of 
dentistry in general hospitals and to propose improvement plans of the dental care delivery system. A survey was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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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s. As results, the role of dentistry in general hospitals included providing not only complex dental services, training 
and education, but R&D functions. For improving the role of dentistry, government and legal supports are required, which
include amendments of training hospital standards and recruitment of dentists in medical emergency institution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mitigations of designation criteria for dental training centers in general hospitals with more than 300 
beds. The current internship system need to be abolished, and legislation for emergency dental treatments through the Emer-
gency Medical Act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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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1989년 전 국민 의료보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행되었다. 전국을 행정구역과 생활
권에 따라 8개의 대진료권과 142개의 중진료권으로 구분
하고, 의료기관은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나누고, 병원급에
상급종합병원을 따로 규정하였다1). 그러나 상급종합병원
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대두되
면서 2019년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하는 등 환자 쏠림 현상의 해소 및 소규모 병의원의 경영
을 개선하고자 하였다2)다다 . 하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에 ‘치과병의원과 의과계 상급종합병원’ 간은 개편체
계에 포함되어 있으나, 상급종합병원 내 치과는 예외경로
로 분류되었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의과
의 관점에서만 짜여 있어 치과계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한국의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의과와 
치과는 서로 다른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Mertz의 연구
3)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의과와 치과는 인력 및 교육의 차이, 보험의 분리, 지
불방식, 치료비용의 차이 그리고 미국의 Affordable Care 
Act(ACA)와 같은 포괄적 건강관리에 성인의 치과치료가 
배제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치과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적 구성을 살
펴보면4), 치과의사 26,486명 중 치과의원에 22,783명
(84.1%), 치과병원에 2,469명(9.3%)이 분포하고 있어 대
부분의 치과의사가 치과병의원에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종합병원에 673명(2.5%), 상급종합병원에 
455명(1.7%)이 근무하여 종합병원급에 근무하는 치과의
사의 전체 비중은 5% 이하이다. 시도별 치과의사 분포는
서울에 7,308명(27.6%), 경기 5,788명(21.9%)으로 수도
권에 약 50%의 치과의사가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일반의
를 제외한 수련의와 전공의는 서울에 570명(46.4%)으로

절반 가까이가 분포되어 있었고, 치과대학이 없는 세종, 
충북, 전남, 경북, 제주에는 수련의와 전공의가 전혀 없어 
치과의료전달체계과 치과 수련기능에 있어 수도권과 비
수도권 간에 많은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4)다다 . 또한 치과의
사 전문의는 2018년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전체 5,891
명이 배출되었다. 특히 2017년부터 시작된 경과조치로 
인해 전문의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추가되면서 앞으로 몇 년간 치과
의사 전문의 배출은 더욱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다5)다다 . 2018년 기준 총 5,891명의 전문의는 전체 치과의사
의 약 23%로 기존의 소수 전문의제도와 다른 방향으로 체
계의 재설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2001년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치과의사 전공
의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따르면6), 전국의 50여개의 종합
병원들을 중심으로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3~4개의 
진료과목을 개설하여 치과의료전달체계의 중추로써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2004년 치과의사 전
문의제도 시행 이후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제6조 1항7)에 따라 수련병
원 지정 기준이 구강악안면외과 포함한 전문과목 5개 이
상으로 강화되면서 5개과 미만으로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있던 종합병원 치과들이 수련치과병원 지정에서 대거 탈
락하였다. 이후 이들 종합병원 치과는 전공의 모집에 실
패하면서 진료 역량이 축소되었고, 결과적으로 종합병원
내 치과의 입지는 대폭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
에 골고루 분포되었던 종합병원 내 치과가 대거 폐지되었
다. 뿐만 아니라 2009년 기존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들도 치과를 필수 개설 진료과목으로 정해놓고 있던 당시 
의료법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만 필수 진료과
목에 포함되며 치과의료전달체계의 붕괴는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치과의 입지가 위축되면서 대도
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치과 진료체계의 붕괴와 더불어 
치과 응급의료체계 부재라는 민원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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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치과병원 내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
로 2곳 뿐이다. 그러나 2019년 정부에서 민관협동 응급
의료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치과 전용 응급실 개설은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치과 응급의료체계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이 전무한 상태
이다8,9)다다 . 즉, 치과 전문의 다수 배출, 치과 수련기관의 축소 
등 변화한 상황에 맞춰 전반적인 치과의료전달체계의 재
정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종합병원 내 치과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치과의료전달체계를 공고히 하고, 그 과정에서 치과의사
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달
성하기 위해 종합병원 내 치과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는 원
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치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의견을 조
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법 내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있어서 치과의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종합병원 치
과의 역할 정립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최근 위축되고 있
는 종합병원 치과의 역할과 위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종합병원 내 치과의 진료와 역할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등록된 전속지도
전문의 713명 중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5명을
제외한 7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24일 8일 간 문자를 통해 2차례(11월 17일, 23
일) 설문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고, 전체 대상자 중 113
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16.0%였다.

2. 연구방법

1) 설문조사
조사는 연구대상자에게 구글서베이 URL을 문자로 발
송하여 대상자 스스로 응답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설
문 내용은 연령, 직급, 전공, 경력, 근무지역의 일반적인 특
성과 종합병원 내 치과의 역할, 개선 필요성 및 방안에 대
한 문항이었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 내 치과 필수 포함에
대한 의견,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기준 강화에 대
한 의견, 종합병원 내 응급실의 치과의사 배치에 대한 의
견을 조사하였다. 종합병원의 역할은 문헌9,10)을 참고하여 ))

복잡한 의료서비스 제공, 수련 및 교육 기능, 연구개발 기
능에 응급 기능을 추가하여 설정하였다.

2) 통계분석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로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의견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았다. 전공의 경우 빈도가 2이
하인 소아치과, 구강내과, 예방치과는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근무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는 ‘수도권’, 부
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은 ‘광역시’로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남은 ‘중소도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
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4.0(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분포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소속 36명, 치
과대학 소속 53명, 종합병원 및 병원 소속이 24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47.1세였고, 40대 분포율이 39.8%로 가장 많
았다. 직급은 정교수가 41.6%로 가장 많았다. 전공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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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악안면외과가 52.2%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다음
으로 치과보철과(10.6%), 치주과(9.7%) 순으로 응답하였
다. 근무 지역은 서울이 37.2%로 가장 많았고, 다음 경기
(19.5%), 강원(8.8%) 순이었다(Table 1). 

2. 종합병원 내 치과의 역할

종합병원 내 치과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1순위로 응답
한 순서는 복잡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66.4%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치과응급 기능(42.5%), 수련 및 교육기

능(32.7%), 연구 개발 기능(20.4%) 순으로 응답하였다
(Table 2).
종합병원 내 치과 역할 개선의 필요성은 68.1%가 개선
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종합병원 내 치과 역할 개선 
방안은 종합병원 내 치과 설치 기준 정립과 종합병원 내 
정부지원이 각 5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가 현실
화(49.6%),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개정(43.4%), 응급의
료에 관한 법률 개정 (33.6%)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 Unit : N(%), Mean±SD)

　구분 전체
(N=113)

상급종합병원 소속
(N=36)

치과대학 소속
(N=53)

(종합)병원 소속
(N=24)

연령(만) 47.1±8.2 47.9±7.1 47.8±8.8 44.5±7.8
30대 23 (20.4) 5 (13.9) 10 (18.9) 8 (33.3)
40대 45 (39.8) 14 (38.9) 20 (37.7) 11 (45.8)
50대 35 (31.0) 14 (38.9) 17 (32.1) 4 (16.7)
60세 이상 10 (8.8) 3 (8.3) 6 (11.3) 1 (4.2)

직급
임상교수 30 (26.5) 9 (25.0) 10 (18.9) 11 (45.8)
조교수 10 (8.8) 3 (8.3) 4 (7.5) 3 (12.5)
부교수 19 (16.8) 8 (22.2) 9 (17.0) 2 (8.3)
정교수 47 (41.6) 15 (41.7) 28 (52.8) 4 (16.7)
전임의 4 (3.5) 1 (2.8) 1 (1.9) 2 (8.3)
기타 3 (2.7) 0 (0.0) 1 (1.9) 2 (8.3)

전공
구강악안면외과 59 (52.2) 23 (63.9) 26 (49.1) 10 (41.7)
치과보철과 12 (10.6) 4 (11.1) 3 (5.7) 5 (20.8)
치과교정과 6 (5.3) 2 (5.6) 2 (3.8) 2 (8.3)
소아치과 2 (1.8) 0 (0.0) 2 (3.8) 0 (0.0)
치주과 11 (9.7) 3 (8.3) 5 (9.4) 3 (12.5)
치과보존과 8 (7.1) 2 (5.6) 4 (7.5) 2 (8.3)
구강내과 2 (1.8) 0 (0.0) 2 (3.8) 0 (0.0)
영상치의학과 7 (6.2) 0 (0.0) 7 (13.2)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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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iority of role of dentistry in general hospital                                                                                                     (Unit : N(%))

복잡한  의료 서비스 제공 수련 및 교육 기능 치과 응급 기능 연구 개발 기능

1순위 75(66.4) 37(32.7) 48(42.5) 23(20.4)
2순위 16(14.2) 52(46.0) 17(15.0) 25(22.1)
3순위 19(16.8) 19(16.8) 20(17.7) 31(27.4)
4순위 3(2.7) 5(4.4) 28(24.8) 34(30.1)

예방치과 1 (0.9) 1 (2.8) 0 (0.0) 0 (0.0)
통합치의학과 4 (3.5) 1 (2.8) 2 (3.8) 1 (4.2)
기타 1 (0.9) 0 (0.0) 0 (0.0) 1 (4.2)

경력 12.2±7.8 13.3±7.4 13.1±8.8 9.0±5.3
10년 미만 44 (38.9) 11 (30.6) 21 (39.6) 12 (50.0)
10년 이상 20년 미만 47 (41.6) 17 (47.2) 19 (35.8) 11 (45.8)
20년 이상 22 (19.5) 8 (22.2) 13 (24.5) 1 (4.2)

근무 지역
서울 42 (37.2) 15 (41.7) 18 (34.0) 9 (37.5)
부산 8 (7.1) 5 (13.9) 3 (5.7) 0 (0.0)
대구 4 (3.5) 0 (0.0) 4 (7.5) 0 (0.0)
인천 3 (2.7) 2 (5.6) 0 (0.0) 1 (4.2)
광주 4 (3.5) 0 (0.0) 4 (7.5) 0 (0.0)
대전 5 (4.4) 0 (0.0) 3 (5.7) 2 (8.3)
울산 1 (0.9) 1 (2.8) 0 (0.0) 0 (0.0)
세종 1 (0.9) 0 (0.0) 0 (0.0) 1 (4.2)
경기 22 (19.5) 9 (25.0) 2 (3.8) 11 (45.8)
강원 10 (8.8) 2 (5.6) 8 (15.1) 0 (0.0)
충남 5 (4.4) 0 (0.0) 5 (9.4) 0 (0.0)
전북 4 (3.5) 1 (2.8) 3 (5.7) 0 (0.0)
경남 4 (3.5) 1 (2.8) 3 (5.7) 0 (0.0)

* SD : Standard Deviation

3. 종합병원 내 치과 필수 포함에 대한 법률 개정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의 경우 현행 제도 상 치과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종합병원 내 

치과 필수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61.1%였고, 현행 유지 
의견이 24.8%로, 병상 수와 관계없이 종합병원 내 치과
가 필수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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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Necessity and plan for improvement of role of dentistry in general hospital 

N %
개선 필요성
  필요 없음 31 27.4
  필요함 77 68.1
  모르겠음 5 4.4
개선 방안 (중복응답)
  종합병원 내 치과 설치 기준 정립 65 57.5
  종합병원 내 정부 지원 65 57.5
  수가 현실화 56 49.6
  수련병원 기준 개정 49 4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38 33.6
  개선필요 없음 1 0.9

Table 4. Necessity for legal inclusion of dentistry in general hospital                                                                             (Unit : N(%))

현행 유지 종합병원 내 치과 필수 포함 잘 모르겠다 기타
전체 28(24.8) 69(61.1) 14(12.4) 2(1.8)

4.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기준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1.9%로 가장 많았고, 개
선이 필요 없다는 의견은 35.4%를 차지하였다(Table 5).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기준
강화로 인한 문제점을 물어본 결과, 치과 폐쇄 및 축소가 
7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방 치과 응급체계 붕괴
(39.8%), 인력 구하기 어려움(24.8%), 환자의 수도권 쏠림
(21.2%) 순으로 응답하였다(Table 5).
현행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기준에서 진료과 
수에 대해 규제를 완화 및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72.2%
로 가장 높았고, 전속지도전문의 수에 대해 규제를 완화 
및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39.4%였다(Table 6). 

5. 종합병원 내 응급실의 치과의사 배치

응급실 치과의사 배치에 대한 법적기준의 필요성에 대
해 설문한 결과, 필요함이 48.7%, 매우 필요함이 29.2%로
응답자의 77.9%가 응급실 치과의사 배치에 대한 법적기
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치과의사 배치기준이 필요한 기관으로 권역 응급의료
센터가 4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문 응급의료센
터(28.3%), 모든 응급의료기관(19.5%), 지역 응급의료기관
(17.7%), 법적기준 필요 없음(15.9%) 순이었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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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pinions on strengthening the standards for training dental hospitals

N %
개선 필요성
  개선 필요 없음 40 35.4
  개선 필요함 70 61.9
  모르겠음 2 1.8
  기타 1 0.9
기준 강화로 인한 문제점(중복응답)
  치과폐쇄 및 축소 89 78.8
  지방 치과응급 붕괴 45 39.8
  인력구하기 28 24.8
  환자 수도권 쏠림 24 21.2
  문제 없음 4 3.5

Table 6. How to improve the standards for training dental hospital?                                                                              (Unit : N(%))

규제 강화 규제 완화 규제 개선 규제 삭제
전속지도  전문의 수 39(54.9) 4(5.6) 23(32.4) 5(7.0) 　0(0.0)
진료과 수 19(24.1) 3(3.8) 53(67.1) 4(5.1) 　0(0.0)
병상 수 41(57.7) 4(5.6) 12(16.9) 3(4.2) 11(15.5)
환자 진료 실적 수 59(52.2) 3(2.7) 8(7.1) 0(0.0) 2(1.8)
유닛체어 수 56(80.0) 6(8.6) 4(5.7) 3(4.3) 1(1.4)
구내/구외 방사선 촬영기  수 64(92.8) 2(2.9) 1(1.4) 1(1.4) 1(1.4)
방사선필름현상 또는 디지털 영상 처리 장치 65(94.2) 2(2.9) 　0(0.0) 1(1.4) 1(1.4)
방사선 필름 판독시설  또는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체계 65(94.2) 1(1.4) 　0(0.0) 1(1.4) 2(2.9)

Table 7. Necessity and location of dentistry in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N %
응급의료기관 치과의사 배치 필요성
  매우 필요함 33 29.2
  필요함 55 48.7
  필요하지 않음 19 16.8
  전혀 필요하지 않음 4 3.5
  잘 모르겠음 2 1.8
치과의사 배치 필요 응급 기관(중복응답)
  모든 응급의료기관 22 19.5
  권역 응급의료센터 55 48.7
  전문 응급의료센터 32 28.3
  지역 응급의료센터 20 17.7
  법적기준 필요 없음 18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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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치과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종합병
원 내 치과의 역할과 개선방안에 대한 치과 전속지도전문
의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종합병원 내 치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복잡하고 긴급한 치과치료를 하는 역
할이다. 그리고 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며 또한 법적인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련기관 기준 강화 이후 문제점
으로 치과 폐쇄 및 축소, 지방에서의 치과응급 체계 붕괴 
위험의 현실이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에 수련기관 지정 기
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특히 진료 과목 수
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의료서비스는 일반의가 아닌 전문의가 제공하
는 복잡한 질환 치료12), 타 과와의 협진이 필요한 진료13)

를 통해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치과는 치과 내 타과와의 협진도 가
능하지만, 의과와의 협진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종합병
원 내 치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종합병
원 내 치과의 축소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초창기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도입 시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치과계는 많은 차이가 있다. 초기에는 소수
치과전문의 제도를 지향하여 치과전문의 수 조정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14). 그러나 통합치의학과 신설과 치과
전문의 경과조치로 인해 이제는 다수 치과전문의 시대가 
열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기준에 대해 다시 점검해 볼 시기가 되었다. 치과의
사 전문의제도 시행 전인 2001년 당시 치과 수련기관의
숫자는 135개소로 이 중 종합병원 및 의대 부속병원은 82
개소에 달한 바 있다6)다다 . 하지만 2019년 기준 전체 치과 수
련기관은 46개소로 2001년 대비 1/3수준으로 감소하였
고 특히 치과병원은 88.1% 감소, 종합병원은 78.6%가 감

소하였다15). 치과 수련기관의 수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
라 지역별 배치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한 예로 치과
의사 전문의제도 시행 이전에는 경북지역에 7개의 수련
치과병원이 존재하였으나, 2019년에는 해당 지역에 수련
치과병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16). 이에 따라 수도권 등 
치과 의료기관 과밀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지역거점
병원에서 치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치과의 응급
의료체계 미비 등 치과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17).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련치과병원을 주축으로 구
축되어 있는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확충을 위해 사회적 공
공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치과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 종합병원
치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치과 수련기능의 확대를 유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과의사 인력의 재배치 또한 고려해야 한다. 향후 더욱 
증가하게 될 치과의사 전문의는 전문과를 표방하는 치과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종합병원급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하지만 치과병의원의 경우 포화상태로 인식되
고 있어 종합병원 치과에 치과의사 전문의의 일자리를 확
충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90% 이상이 개원가
로 집중되어 있는 치과의사의 공공의료 일자리 확대를 위
해서도 종합병원 치과의 수련치과병원 지정 확대는 필수
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2023년 이후 신규 치
과의사 면허자들의 임상수련 기회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를 수용하기 위한 종합병원 치
과의 수련기능 확대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조건은 본 연구결
과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종합병원 내 수련치과병원 지정
확대가 가능하도록, 의료전달체계 상 공공성을 인정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
준 완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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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첫째, 3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치
과의 수련기능 확대를 위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완
화할 필요가 있다. 즉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및 상
급종합병원에 대한 공공성을 고려하여 수련치과병원 지
정기준을 완화하다면, 양질의 치과 전문의 배출과 특히 중
소도시의 종합병원 내 치과진료권 형성을 통해 국민의 구
강건강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다.
둘째, 신규 전문의 면허취득자들의 임상수련 기회를 확
대하기 위해서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에 대해 구
강악안면외과 외에 통합치의학과 단과수련병원의 지정
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의과의 가정의학과와 같
이 포괄적인 치과 의료를 제공할 수 있고, 전문과목으로
써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과목 신설 취지18)

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행 인턴제도의 폐지를 제안한다. 치과의사 전문
의제도 시행 이후 인턴과 레지던트의 교육과 선발을 구분
함으로써, 레지던트와 비교한 인턴의 인력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19,20). 의과의 경우, 인턴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얻는 장점 중 하나로 인턴 감소 인원만큼 레
지던트를 고용할 수 있음을 들고 있는데21), 이는 레지던트
의 경우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소속감이 매우 강하기 때문
에 교육의 효율성 면이나 의료인력으로서 기관에 미치는
실효성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치과계에서는 
통합치의학과가 인턴을 거치지 않고도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음에 대해 주요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으며, 폐지로 인해 타 과에 대한 이해 부족, 비인기과의 
인력 부족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인
턴제를 폐지할 경우 수련치과병원의 숫자를 유지한 상태
에서도 각 기관의 인건비 부담 없이 인턴의 수만큼 레지
던트 정원을 늘릴 수 있으며, 인턴을 대체할 추가적인 보
조인력 고용, 학생 실습교육의 강화를 통한 서브인턴제도 
활용 등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 방안이 있어19) 치과계의 심)

도 높은 토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넷째, 치과관련 응급치료를 구조화하기 위해서 응급의
료법에 치과의 응급증상과 치과 관련 시설기준을 법제화
할 것을 제안한다. 연구결과 응급의료기관에 치과의사 배
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가 필요함을 느꼈다. 수도권
등 과밀권역을 제외한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현행 응급의료체계 중 치과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체
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응급의료법 
등의 개정을 통해 치과 분야 응급증상의 정의에 대한 법
적인 규명과 함께 응급실 필수인력에 구강악안면외과 전
문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치과전문 응급
의료센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역거점병원의 치
과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이 지속되는 한 종합병원 치과의 
인력 수급은 계속 악화될 수 밖에 없으므로 치과의 응급
의료 기능 강화는 요원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수련과 의료서비스를 맡고 있는 치과전속지
도 전문의를 대상으로 현재 치과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치과전속지도 전문의 일부의 의견으로 일반화하기가 어
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치과의료전달체계 현실화를
위해 의료서비스 공급자, 수요자, 정책입안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연구 및 공청회가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수준 상승에 따라 종합병원 및 상급종
합병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의료전달체계 상에
서 이들 대형 종합병원의 공공적인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
다. 하지만 이들 종합병원 치과의 경우, 의료계의 전문화
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치과라는
단일 진료과목으로만 다루어지고 그 기능이 위축되고 있
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치과에 대한 역할 강화가 필요
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수련치과병원의 확대와 응
급의료체계에서의 치과의 역할 강화라는 정책을 통해 치
과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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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dentists’ perceptions of dental ethics education and to provide guidance on
the direction of education.

Method: A focus interview was planned, but due to restrictions of COVID-19,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written in-
terviews. Based on the methodology of the consensus development program, the expert panel was invited as co-researchers 
and the result was circulated in the panel group to reach an agree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igence, and practice delegation.

Conclusion: Based on the interview results, the paper presents a set of dentists’ virtue. Also, integrated dental ethics cur-
riculum and dental ethics rounds were discussed as feasible alternatives to formal, didactic ethics l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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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의료전문직의 윤리의식 고취는 최근 치과의사 전문직
내외부에서 동시에 요청되고 있는 과제이다. 이에 부응
하기 위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08년 ‘치과의사 윤리
선언’을 발표하고 ‘치과의사 윤리헌장’과 ‘치과의사 윤리지
침’을 제정하였다1). 보건복지부는 회원 전문성 및 직업윤
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2019년
부터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의료윤리, 의료법 등 교
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
야 한다2)다다 .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의 평가인증을 담
당하는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은 인증규정 및 기준에 의
료인문학을 교육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윤리, 
의사소통 교육을 포함한다3)다다 .
이에 따라 2021년 현재 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
학원은 각기 의료윤리학 교육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
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과목 구성, 교육 내용 등은 학교별로 상이하며 어떤 내용
을 교육할 것인가에 관한 공통의 논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
치과대학에서 의료윤리 교육은 의과대학에서 수행되는
것과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기본적인 원칙
이나 접근 방식에선 의과대학의 의료윤리 교육과 유사하
나, 의과대학에서 교육에서 제시하는 사례는 치과대학 교
육에 맞지 않는다. 또한, 본격적인 진료 수행을 수련의 시
점부터 시작하는 의사 직군과 달리, 치과대학에선 본과 3
학년부터 원내생으로서 직접 환자를 보게 되므로 마주하
는 의료윤리적 갈등이나 고민의 폭에도 차이가 있다. 더
불어 큰 틀에서 볼 때도, 주로 생사(生死)의 문제가 논의되
는 의료윤리학과 달리 치과의료윤리학(dental ethics)에
선 인간 고통의 문제 또는 차별금지와 정당한 대우를 다루
는 정의의 문제가 부각된다. 따라서, 의과대학의 의료윤리
교육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치과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치과대학의 현황에 맞는 교육 내용과 과

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Lantz 등4)등등 이 2008년 치과대학 의료윤리교
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진행한 바 있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치과의사회(American College of 
Dentists)는 『Ethics Handbook for Dentists』를 개정하
여 치과대학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5)다다 . 영국은
1987년 영국의 의료윤리 교육을 검토한 『Pond Report』
가 발표된 이후 치과대학 학장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문을 
진행하였고, 치과의사위원회(General Dental Council,
GDC)가 치과대학의 의료윤리 교육을 명문화함으로써 교
육이 정비되기 시작했다6)다다 . 이에 따라, GDC가 발간하고 
개정한 『The First Five Years-A Framework for Dental
Undergraduate Education』은 치과대학의 법, 윤리, 전
문직업성(professionalism) 교육 내용과 틀을 설정하고, 
학생들이 관련하여 익혀야 할 핵심 내용을 규정한 바 있
다7)다다 .
의료윤리 교육은 현장의 필요에 맞춰져야 하므로, 미국
이나 영국의 사례처럼 교육 현황에 관한 조사를 토대로 의
료윤리 교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치과의료윤리학 분야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며 학교에
서 의료윤리 교육이 지속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을 고
려할 때, 현재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교육자를 대상으로 
치과대학의 의료윤리 교육 내용, 교육 방식, 필요 등을 살
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랫동안 치과대학 의료윤리 교육에
관심을 가져왔거나 현장에서 치과의 윤리적 문제를 고민
해 온 교수와 개원의를 대상으로 치과의료윤리 교육에 관
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의료윤리 교육에 필요한 개념을 설정하고 방향과 접근
법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 향후 치과의료
윤리 교육을 현장의 필요와 직접 연결하여 구현할 수 있
는 기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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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 기획 단계에서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
로 한 포커스 그룹 면담(focus group interview) 방식의
연구로 진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연구를 시작하던 시점
인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대로 인하여 전문가 패널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합의개발회의(Consensus Devel-
opment Conference) 모형8)을 비대면 상황에 맞게 다음))

과 같이 수정하였다. 우선, 전문가 패널을 모두 공동 연구
자로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 형식의 구
조화된 면담을 서면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취
합한 후, 이를 설명과 함께 공동 연구자에게 회람하여 연
구자 전체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즉, 본 연구는 형식상 서
면 면담에 기초하고 있으나 전체 틀에서 볼 때엔 주제에
관한 전체 연구자의 공통 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문서화한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선 연구자와 구별되는 별도의 피험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동 연구자의 연령대는 40~70대로 다양하게 구성되
었으며 남성 5명, 여성 1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치과대
학 명예교수부터 치과의료윤리 관련 활동을 해온 개원의,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개원의 등 치과의료윤리 또는 의료윤리와 관련하여 자신
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집단에 속한 소수의 치
과의사를 참여 연구자로 선정하였다.
서면 면담은 공동 연구자에게 미리 참고도서인 『의료윤
리교육 방법론』9)을 발송하여 사전 지식을 습득하게 한 후,)

설문 항목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자기 기입식으로 답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메일은 2020년 8월에
발송하였으며, 2020년 9월까지 답변을 취합하였다. 질문
은 Mattick과 Bligh10)가 수행한 의료윤리 교육 담당자 대
상 개방형 설문 중 일부를 질문 대상과 맥락에 맞게 수정
하여 구성하였다. 대상자가 의료윤리 교육 담당자가 아니

므로 불가피하게 수정한 부분이 있으나, 기본적인 질문의 
기조는 최대한 유지하였다. 예로, 원 질문의 “현재 진행하
고 계신 의료윤리 교육”이라는 표현을 “현재 치과대학에
서 수행되고 있는 의료윤리 교육”으로 변경하였다. 발송
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Table 1).

결과 분석을 위하여 일부 설문 응답에 관한 주제 분석을
시행하였다. 중요한 응답은 결과에 직접 인용하였으며, 연
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하였으나 응답자 번호
를 A, B, C, D, E, F와 같이 표기하였다.

Ⅲ. 연구성적

1. 치과의료윤리 교육 목적

면담 결과, 치과의료윤리 교육 목적은 전문직업성의
이해와 치의학과 연계된 규범적 지식의 습득으로 제시
되었다.

전문직업인 집단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공통된 행동
양식과 규범을 배우고 체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목
적이라 생각한다. 치아의 삭제나 제거를 동반하는 치료가 
많고, 비급여 진료가 많으며,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현 상
황을 고려할 때, 암묵적으로 공유되나 명시적으로 규정되
지 않은 도리를 어기는 일의 발생빈도가 지금보다도 더 증
가할 수 있다. (B 답변자)

하지만 현재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치과의료윤리 교육은 불충분하고 제한적이라
는 답변이 제시되었으며, 학교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은 기
억이 없고 현재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필수 보
수교육 또한 한계를 지닌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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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적용되지는 않는다. (D 답변자)

따라서, 새로운 치과의료윤리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것
보다는, 이미 암묵적으로 주어져 있는 윤리 교육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접근 방식의 다변화와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인 접근이 강조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교육 수단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윤리, 일상 윤리, 연구윤리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학습윤리와 일상 윤리에서는 교육의 목적은 있을 수 있겠
으나, 학교마다 공유하고 있는 명시된 목적이 있는지는 모
르겠다. 학교에서 진실성을 강조하며 시험을 관리하는 것
이 전부였던 것 같다. 일상 윤리에서는 거의 교육받은 바
가 없지만, 환자의 이익을 치과의사의 이해관계 보다 우
선시하라는 정도의 암시만 받았다. 연구윤리 측면에서는 
크게 교육받은 바가 없다. 교육의 목적에 변화가 필요하

Table 1. Interview Questionnaires for Researchers

Aims of Dental Ethics Education
1. What are the main aims of current dental ethics teaching in the dental college?
2.   How successful are the aims of ethics teaching from dental ethics education in the dental college and continuing dental

education, in your opinion?
3. What changes (if any) do you think should be made to these aims and why?

Teaching
4. What key contents do you think should be included for the core ethics curriculum and why?
5.   On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which do you think dental ethics education should focus? What teaching/learning

methods can be used to develop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in ethics?
6.   If you were designing a new dental ethics curriculum, what would be your preferred teaching contents or methods for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in ethics?
7.   If you were designing a new dental ethics curriculum, what would be your preferred assessment methods for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in ethics?
8.   In your opinion, what is the best stage (or stages) of a dental course for learning about ethics (i.e. school years, degree

courses, continuing education, etc.) and why?
9.   What is the balance between critical medical ethics (for example, ethical theory, analysis, argument) and normative medical 

ethics (for expected behavior in given situations, including professional and legal obligations) in the college education?
10. Do you think the balance between critical and normative medical ethics is needed? Please explain why/why not.

Environment
11. What is the balance between lecture/seminar based teaching and ward/clinic/general practice based teaching?
12. Do you think the balance between classroom based and practice based teaching is needed? Please explain why/why not.
13. What do you thin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in medical ethics and medical law?
14. What do you thin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in medical ethics and medical humanities?

Strengths and Weaknesses of Dental Ethics Teaching
15. Do you think the introduction of dental ethics education is essential to the dental college and why?
16. What are the features behind the success of the ethics teaching in the dental college?
17. What causes the ethics teaching to fail in the dental college?
18. Can you suggest methods by which any unsuccessful aspects could be improved?

Future of Dental Ethics
19. Which topics should dental ethics education cover in the future?
20. Do you think dental ethics education can present new opportunities for dent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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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보다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을 구체화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B 답변자)

2. 치과의료윤리 교육 내용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치과대학 치과의료윤리 교육은 
현재 윤리적 쟁점을 출발점으로 설정하여 학생들의 윤리
적 사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부각되었다. 특히, 전문직 내부의 윤리에 관한 고려가 교
육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강조되었다.

동료 의사 간, 직급 간, 선후배 수련의, 환자, 교수와 직
접 연결된 사항이 필요하다. (D 답변자)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태도의 변화와 지식의 획득 중 한
쪽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비슷한 비중으로 제시되어, 현재
치과의료윤리 교육에 있어 양쪽을 모두 쫓을 필요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례 분석, 원칙 적용, 논증 등 
의료윤리적 기술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것
으로 보인다.

태도의 변화 쪽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사례를 사례, 영상 등을 통해 많이 접하게 하고 토론할 방
법이 좋을 것 같다. (A 답변자)

윤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행동이다. 얼마나 아
느냐보다는 얼마나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 다만, 교육과
정에서 행동의 변화까지 바란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먼저, 아는 것과 알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에 일차적인 초
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 같다. (E 답변자)

교육 시행의 측면에 있어서 교육 방법으로 중요하게 다
루어진 것은 토론이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이해를 증

진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교과과정의 평가를 위해서는 
필기시험보다 보고서 작성이 추천되었다. 동료평가위원
회를 도입하여 학생 때부터 전문직 단체와의 관계를 경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주제를 정해서 사례 분석을 하고 각자 입장을 정해서 토
론하는 방식의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개발하
겠다. 15주 강의를 전제로 5~10개의 사례를 선택하여, 소
개와 발표, 그룹 토론, 토론 후의 강평 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B 답변자)

가장 도입하고 싶은 것은 동료평가위원회이다. 이를 학
생 때부터 실습하게 해서 나중에 치과 업무에 종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인 단체와의 관계를 사전에 접해보게 
하겠다. (C 답변자)

치과의료윤리 교육 시점은 특정 시기가 교육에 적절하
다기보다, 각 시기에 맞는 교육 내용이 있으며 과정에 따
른 요구도가 다르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교육
에서 전문직업성을 통한 태도 변화, 전문직의 의무 숙지
등을 다루는 규범적 의료윤리와 의료윤리적 문제 분석, 논
증, 판단, 행위를 다루는 비판적 의료윤리 중 어느 쪽이 강
조되어야 하느냐에 관해선 규범적 의료윤리가 중요하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단, 미리 비판적 의료윤리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임상 경험과 함께 규범적 의료윤리를 습득하
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규범적 의료윤리와 비판적 의료윤리의 균형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규범적 의료윤리에 집중하면 의료인 개인
의 도덕성에 기대고 요구하는 문제가 생기고 현실과 동떨
어진 교육이 될 수 있을 듯하고, 비판적 의료윤리에 집중
하면 수단으로 익혀진 의료윤리의 한계에 직면할 수 있을 
것 같다. (A 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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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과의료윤리 교육 환경

치과의료윤리 교육 장소에 관하여 진료실 교육이 진행
되면 좋겠지만, 주로 강의실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현재 치과대학 환경에서 원
내생이 지닌 모호한 지위 때문에 환자 관리가 어렵고, 따
라서 실습에서 윤리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아마도 본과생들의 임상 
실습과 더불어 전공의들이 환자를 보면서 멘토링 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언제나 균형은 필요하겠지만, 현
재 교육여건을 고려하면, 강의실 교육이 주된 방식이 되
지 않을까 싶다. 특히 우리나라 환자들이 진료실 교육에 
필요한 여유를 많이 줄 것 같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B 
답변자) 

이미 국가고시에서 문항을 출제하고 있어 모든 치과대
학이 강의를 운영하는 의료법이 의료윤리 교육과 혼동되
기도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답변자는 모두 의료법과 의료
윤리는 별개임을 명확히 하였다. 법의 강제성 안에서 윤리
의 자율성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한편,
의료인문학 교육은 치의학 자체뿐만 아니라 의료윤리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 치과의료윤리 교육의 강점과 약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에 치과의료윤리 교육 도
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고, 윤리
교육의 성공을 위해선 교육 개발, 평가, 수행, 단체 구성 등 
여러 면에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다양하게 나왔다.

치과의사는 생명을 좌우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줌으로써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사실에 자
부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F 답변자)

윤리 교육을 위한 대학 협의체가 먼저 구성되고 치과임
상윤리학회가 발족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통된 교육 
목표, 커리큘럼, 교재 등의 개발이 시급하다. (C 답변자)

반면, 현재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 문화가 치
과의료윤리 교육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제시되었
다. 따라서, 치과의료윤리 교육의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문화의 변화를 추동하고 에세이 작성 등을 통한 
다양한 생각의 표현을 고취하며, 다양한 대안을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무도 생각하고 있
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치과대학 교육은 모두가 
똑같은 정답을 써내기를 바라는 교육을 하는 것 같다. 치
과대학 생활 중에 어느샌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주어
지는 것을 받아들이기 바쁜 상황이 되는 것 같다. 생각하
면 사치인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다. 치과의료 및 치료 방
법에서는 이과적인 정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치료 방
법을 사용하게 될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답이 있
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을 할 수 있게 하
는 교육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E 답변자)

5. 치과의료윤리 교육의 미래

치과의료윤리 교육이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주제로
의료광고, 과잉진료, 미래의학, 위임진료, 치과 진료의 일
상에서 벌어지는 문제 등이 뽑혔다. 이런 윤리 교육은 치
과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되어, 사회의 인정과 
함께 치과의사의 행복을 추구할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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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나왔다.

Ⅳ. 총괄 및 고찰

참여 연구자는 치과의료윤리 교육의 핵심 목적을 전문
직업성 체득, 규범적 지식의 습득, 추론 능력의 발달 등으
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 연구자는 치과의료윤리
교육이 전통적인 강의식, 주입식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두 사항은 연구자의 공통 의
견 제시로는 논의 전개에 한계가 있으므로 본 절에선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연구자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자
에 있어선 덕윤리(virtue ethics)적 접근에 기초한 전문직
업성의 해석과 치과의사에게 필요한 덕의 고찰을, 후자에
있어선 강의식 방법 대신 치과의료윤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치과 전문직업성이란 치과계의 가장 존경할 만한 구성
원의 삶과 직무수행을 특징짓는, 내면화되고 습관적인 사
고방식과 행동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11). 이 정의는 그
동안 전문직업성을 주로 파악하는 이론이었던 Hobbes
적 사회계약주의(contractarianism)의 의무-권리 교환
12,13)이나 Weber 사회학의 이념형(ideal type)적 접근에
기초한 지위 기반 논의14)와는 달리 덕윤리적 접근에 기초
하고 있다. 덕윤리란 윤리적 평가에 있어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이론적 방향성을 비판하고, 행위자에 초점
을 맞추는 윤리학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말한다
15). 이런 이론적 틀에서 전문직업성은 존경받을만한 또는
“덕 있는” 전문가의 사고와 행동을 특징짓는 덕으로 규정
되며, 치과 전문직업성 또한 규칙의 집합 대신 그 성격적
특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때, 치과 전문직이 지녀야 할 덕, 또는 도덕적 성격
과 그 실천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Zar-
kowski16)는 섬김, 가르침, 인간 번영을 꼽았다. Han) -

cocks17)는 인내를, Chambers) 18)는 고결함과 평판을 치)

과의사가 지녀야 할 덕의 예로 들기도 한다. 사실, 덕에 관
한 인식과 이해는 시대와 문화마다, 심지어 개인마다 다
를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의 덕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는
그 자체로 연구 주제가 된다. 아직 국내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된 바는 없으나, 전술한 면담 내용에 등장하는 핵심한
어에 기초하여 기본적인 목록을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치과의사로서의 자부심(self-respect)이다. 이것
이 과도할 때는 교만(arrogance)이 되며, 부족할 때는 비
굴함(servility)이 된다. 자부심은 상호 인정의 기초가 되므
로 도덕성의 핵심으로 간주될 수 있다19). 자부심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진정한 자유 의지 구현의 기반이 된
다20). 치과의사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따라서 윤리적
직업으로서 치과 전문직을 구현하기 위한 밑바탕을 마련
하며, 치과대학생과 치과의사 모두에게 환자와 사회를 향
한 의무를 실현하는 정신적 근거를 제공한다.
다음 치과 공동체의 협력 또는 공동체성이다. 협력은 
특히 상업 윤리(business ethics)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이다. 여기에서 상업은 수월성, 관계성, 고결함, 판단
력, 전체성을 요구하는 공동체로 정의된다21)다다 . 치과 또한 
상업적인 추구를 지니며, 이런 맥락에서 윤리성을 말하
기 위해선 치과 공동체의 협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단, 
여기에서 말하는 치과 공동체란 치과의사의 공동체가 아
닌 치과 진료에 참여하는 모두, 즉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환자, 보호자, 정부, 사회 등을 포함한 공동체
를 가리킨다.
공동체성이라는 표현은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개
념이지만, 치과 공동체의 협력과 그에 따르는 노력을 포괄
하는 표현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치과계에서 물의를 일으킨 윤리적 사건의 면면을 보
면 치과 공동체성을 망각하고 치과의사 개인의 이익만을 
좇거나, 다른 치과의사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데에서 벌어
지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공동체성의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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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겠다. 이것은 또한, 시범운영 중인 전문가 평가제의 
윤리적 기초로 제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해와 통찰이다. 치유라는 목적을 위해
만난 환자와 의료인의 관계는 현대 의료윤리학의 환자 
자율성과 의사의 선행이라는 원칙으로만 이해될 수 없
다22). 의료인의 덕을 강조했던 대표적인 의료윤리학자 
Pellegrino23)에 따르면, 의료인은 용기와 연민을 통해 환
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료인은 환자의 상황
을 이해하고 환자의 고통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
은 둘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는 현대 의료의 환경에서 더욱 
중시되고 있다24)다다 . 특히, 의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통의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는 치의학에선 이해 차원을 
향한 치과 전문직의 접근과 실천은 더 중요하다 하겠다.
치과 전문직업성을 자부심, 공동체성, 이해와 통찰이라
는 세 요소로 정의한다면, 이를 교육하기 위한 노력을 살
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의료윤리 교육의 시급성과 교육 
방법, 접근에 관한 의견은 확인하였다. 현행 치과대학 교
육이나 보수교육으로는 의료윤리적 내용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강의로 학생들이 버거워하는 상황에서
의료윤리 과목을 추가하거나 비중을 늘리는 것도 어렵다
는 문제가 있다.
하나의 대안으로 치과의료윤리학 과목 수행에 더하여 
학생들에게 임상 과목의 학습 및 수행에서 의료윤리에 관
한 인식과 평가를 결합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각 임
상 과목에 의료윤리적 언급을 추가하고, 원내생 교육과정
에 의료윤리적 수행 영역의 평가를 추가하는 것이다. 좋은 
예로 영국 심리학자, 의학교육학자 Bleakley25)yy 가 제시한 
의료인문학 통합 과정(integrated medical humanities
curriculum)을 들 수 있다.
의료인문학 통합 과정이란, 의료인문학 교육이 의학 교
육에 내용을 부가하여 별도의 교양 과목으로 운영되는 것
이 아니라, 의학 교육 내용 전반에 포함되어 기초, 임상 과

목에 결합시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본과 
3학년에 치과의료윤리학 과목을 넣는 대신 해부학, 병리
학 등의 기초학 과목에 연구 윤리를 다루는 시간을 추가
하고, 치과보철학, 보존학 등의 임상 과목에 임상 윤리를
다루는 시간을 추가하여 과목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
으로 시작하여 과목 내용과 의료윤리학이 서로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점차 내용을 포괄적, 통합적으로 구성해 나
가는 것을 말한다.
치과의료윤리 교육 또한 단지 교과목을 추가하는 것으
로 끝나지 않고, 각 과목에서 학생이 윤리적 수행을 해내
는지 평가하고, 원내생진료실에서 임상 진료를 수행하면
서 윤리적 고려를 해낼 수 있는지 학생과 토의하며, 학생
의 협력과 상호 평가를 해낼 수 있는 교육 제도를 마련하
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앞서 의견에서 확
인되었던 것과 같이 임상에서의 의료윤리 교육이 필요하
나 치과대학 환경에서 이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여
겨지는 현재 상황에서, 이런 통합 교육의 모색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방향은 최근 
의학교육이 요구하고 있는 개별 과목의 수평적, 수직적 통
합과 같은 궤에 놓여 있으나26)나나 , 그 목적이나 지향은 훨씬 
넓다. 비슷한 과목을 모아 통합 운영하는 것을 넘어, 개별 
전문 분과의 지식을 교육적, 임상적 목표를 위하여 상호 
순환과 검토의 자리에 놓는 실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답변에서 확인된 토론식 수업에의 요청에 응답
할 방법이기도 한데, 현재 대학에서 치과의료윤리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소집단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이 지속하여 
이루어지고 저변이 확대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당장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
육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의료윤리 통합 과목에 참여하는 기초,
임상 교원이 의료윤리 담당 교원과 함께 소집단 토론을 운
영, 진행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만듦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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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불어, 원내생진료실을 중심으로 한 치과의료윤리 라
운드(dental ethics round)를 여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수련의, 교수가 진료하면서 발생
한 윤리적 어려움이나 환자 및 동료와의 충돌 등을 사례 
발표하고, 여러 교육자가 참여하여 더 생각해볼 지점이나 
해결책 등을 함께 고민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
의 윤리 이해를 고취하고, 실제 사례에 관한 문제를 살피
며, 여러 교육자의 공통된 이해 안에서 윤리 문제의 해결
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라운딩의
방식은 이미 각 임상과와 의료윤리 내에서도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으나27-29)나나  자칫하면 참여자의 변화를 이끌어내)

지 못하고30) 단지 교수의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끝날 )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윤리를 또 하나의 암기 과
목이나 단순한 원칙 적용의 기술로 만들어버릴 위험성을 
내포한다. 또한, 발표자가 학생일 경우 자신의 약점을 드
러내 공격받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세
심한 배려 없이 운영되는 경우 오히려 윤리 교육이 윤리
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따라서, 라운드와 
같은 윤리 교육 방식을 도입함에 있어 교육 환경과 학습
자의 요구도 및 수용성을 주의 깊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치과의료윤리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선 의
료윤리 교육을 통해 어떤 역량을 성취하고자 하는지를 명
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치과대학치의학전
문대학원에서 의료윤리 교육에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명확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그 성
취를 파악하기 위해선 역량 설정이 중요하다. 이는 연구
에서 확인된 현행 교육의 불충분함, 암묵적인 교육 목표,
교육 방법의 구체화라는 문제 제기 모두를 포괄적으로 해
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의료윤리 교육에서 설정된 평가 
목표31)표표 를 수정하여 본 논문은 다음의 치과의료윤리 교육))

역량을 제시하고자 한다(Table 2).
본 연구는 치과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한
계를 지닌다. 그러나 여러 번 기술한 것처럼 아직 치과의
료윤리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견해를 확인하는 것은 오히려 오해를 불러올 수 있
어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였다. 향후 치과의료윤리에 관한 
내용이 더 알려진 이후 전체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와 방향성 파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다음 과
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Ⅴ. 결론

본 논문은 치과계 내외에서 요청되는 치과의료윤리 교
육 도입에 관한 치과계 일부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에 필
요한 내용을 숙고하였다. 참여 연구자의 응답에 등장한 표
현을 빌리면, 치과의료윤리 교육은 “닭과 달걀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 교육의 성공을 위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지만, 그 인원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 진행

Table 2. Dental Ethics Competencies

• Articulate the ethical commitments of dentistry.
• Describe and employ the basic concepts of dental ethics.
• Identify moral issues that arise in dental practice.
• Identify moral conflicts and formulate the dilemma as a question.
• Discuss ethical issues with peers.
• Resolve ethical dilemmas in a basic form with supporting reasons from professional ethics.
• Identify matters that need further investigation.
• Employ bioethical literature to the issues and refer advanced matters to the bioethicist or senior dentists to reso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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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한 것이다. 아직 교육을 성공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교원과 그 내용에 관한 이해가 절대적
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치과계 모두가 분명히 인지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치과의료윤리 교육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목표이며,
아직 성공과 실패를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 그러나 이전의 
여러 경험에 비추어 교육이 실패하지 않기 위한 안배를 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 결과는 이에 교육과 사고의 다양성
이 필요함에 주목하였다. 이후 치과의료윤리가 다뤄야 할 
내용으로 의료광고, 인공지능, 위임진료 등이 제시되었고
이는 과거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부
분이긴 하나 새로운 상황에 맞게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교육을 수행하기 이전, 충분한 의료윤리적 연구
를 수행 후 이에 기반을 두어 내용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치과계가 직면한 현안, 즉 대내적으로는
치과 전문직의 자율규제 방침을 확립하고 정체성과 전문
성을 고취할 방법을 마련하며, 대외적으로는 발전하는 치
과 의료 환경에서 사회가 치과계에 요구하는 탁월성과 이
타성을 성취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이런 목표는 의료윤리
의 오랜 주제였으며,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치과
계에서 그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 분야의 연구 진행
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치과계의 관심이 더욱 절실히 요청
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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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공포증 환자의 치과치료

정지은

 Dental treatment for patients with dental pho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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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치과적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정의된 신
체적, 정신적 장애인을 포함하여 비장애인 중에서도 외
래 기반의 치과 치료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을 가지
는 환자를 말한다1,2). 그 요인에는 치과 공포증, 복합적 전
신질환, 주로 고령에서 나타나는 인지장애(예: 알츠하이
머, 뇌졸중 등), 불수의적 운동(예: 틱 장애, 뚜렛 증후군
등), 심한 구역감, 국소마취제에 대한 알러지 등이 있다.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적게라도 누구나 치과 치료
에 대한 걱정과 불안, 공포를 가지고 있지만 치과 공포증
이 심각하여 외래 기반의 치과 치료가 불가능 할 정도의 
심각한 공포를 가지는 환자들도 있다. 이러한 환자들은 
치과 치료를 장기간 받지 못하면서 다양한 치과 질환이
발생하여 통증으로 인한 불편함 및 저작, 발음에 영향이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자신감 결여, 사회적 활동 까지도 
영향을 끼쳐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3~7)다다 . 치과 공포증
이 있는 환자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포증
때문에 치과 내원을 기피하게 되고 기피 기간이 길어지

면서 구강 건강 상태는 악화되고 악화된 정도가 심해지
면 광범위한 치과 치료가 필요하게 되면서 본인의 상태
에 대한 자존감 하락, 죄책감 등이 치과치료에 대한 걱정
과 두려움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치과 내원을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8,9) 다다 (Fig. 1). 따라서 치
과의사는 환자의 치과 공포증의 원인까지 완전히 해결
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느끼는 공포의 원인을
파악하고 동기 부여를 하여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고 치
료해 줌으로써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도
와주어야 한다. 치과 공포증 환자는 본인에게 문제가 생
길 뿐만 아니라 치과 치료에 대한 협조도가 떨어져 치과 
치료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기도 하고, 자주 약속을
변경하고 연기함으로써 치과의사에게 환자 관리를 어렵
게 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 경제적인 손해 등을 야기한
다10,11). 본 연제에서는 치과 공포증 환자를 치료할 때 치
과의사로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치과 치료 이전, 치과 
치료 진행, 치료 종료 후로 정리하여 치과의사로서 치과 
공포증 환자의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환자에게나 치과
의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Figure. 1. Vicious circle of dental anxiety mentioned in a 2004 paper by Moor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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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치과 공포증 환자는 치과 치료 전 환자에 대한 자세한 
파악이 필요하다. 치과 치료를 진행할 때는 통상적인 외
래 치과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
다. 치과 공포증 환자는 한 번의 치과 치료를 진행 하는
것이 힘든 만큼 치료 종료 후에도 치과의사의 철저한 구
강 위생 관리 교육과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각각의
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1. 치과 치료 전 환자 파악 및 면담

1) 치과 공포증의 원인 분석 및 환자 평가
치과 치료 전 치과 공포증이 있는 환자들은 치과에 내
원했을 때 주소(Chief Complaint) 문진 과정에서 환자
가 먼저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환자가 매우 소
극적인 경우 치과의사가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서 발견할 수도 있다. 환자가 공포를 느끼는 원인은 이
전 치과 치료 경험, 치아 상실 경험(소아, 청소년 시절 상
실 경험), 시각적 자극(마취 주사, 발치 기구 등), 청각적
자극, 낮은 Dental I.Q., 간접 경험(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 건강 염려증, 치료 비용, 치과의사에 대한 불신, 치
과 치료 시 상황 조절 능력 상실에 따른 불안감, 폐소 공
포증, 통증에 대한 두려움, 치료 중 호흡에 대한 두려움, 
White gown syndrome 등의 다양한 것들이 있다. 공포
증의 원인은 경험적이나 주관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여
러가지 원인들 중 어떤 것이 해당 환자가 가장 공포를 느
끼는 부분인지를 충분한 상담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중
요하고, 치과의사는 그 원인에 주목하여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환자와 상의하여야 한
다. 환자는 본인의 공포에 대해서 치과의사가 경청하고 
원인을 해결하려는 상담을 진행하는 노력만으로도 심리
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이전의 몇몇 연구들에서 치
과 공포증 환자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 방법이나 환자

에 대한 분류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예를 들어 Modi-
fied Dental Anxiety Scale(MDAS)의 경우에는 환자에
게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점수로 평가하는 방식(Fig.
2)으로 환자의 치과 공포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12). 하지만, 환자의 공포 원인은 다양하고 한 환자 내에
서도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는 환자도 있으며 공포의 정도가 각각 차이가 크기 때문
에 한 가지 설문이나 점수만을 기준으로 환자를 분류하
고 치료 계획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공포
증 환자를 몇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치료 방법을
그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며 불가능
에 가깝다. 예시로 제시한 MDAS와 같은 평가는 치료계
획을 세우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환
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환자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하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치과의사의 태도, 환자에
대한 이해력, 치료 계획에 대한 판단력이 더욱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2) 치과 공포증 환자와의 대화13~17)화화
환자와의 대화는 치과에 내원한 모든 환자에서 중요
하지만 공포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더욱 소통이 중요하
다. 소통이라는 것은 언어적/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타
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인데, 치과에서 소통이 중요
한 것은 소통이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과 상대
방을 설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치과에서
언어적/비언어적 소통은 환자를 설득하고 안정시켜서
치과 치료까지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처음 환
자를 만날 때 밝게 웃으면서 첫 인사를 건네는 것은 환자
의 경계심을 풀 수 있게 하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한
다. 자연스럽게 짓는 미소나 환자와 대화할 때 이해한다
는 것을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나타내는 행동 등은 비
언어적 소통으로서 친근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줄 수
있다. 과도하게 친절하거나 가식적인 말투는 오히려 신
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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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odified Dental Anxiety Scale(M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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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거나 환자의 말에 대해 너무 단호하거나 냉소적
인 태도는 환자의 공포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 환자가 놀
랄 만큼 너무 큰 목소리나 환자가 알아 듣기 힘든 작은 
목소리는 환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
로 적절한 목소리로 대화한다.
공포심이 있는 환자가 치과의사와 대화할 때 주변에
많은 의료진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은 환자로 하여금 압
박감을 느끼게 하며 공포심에 대하여 치과의사에게 솔
직하게 말하기가 꺼려질 수 있다. 초진 내원 시 면담을
할 때에는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주변이 있지 않도록 배
려한다. 환자가 치과 치료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말했을 때,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 것(예: 환
자가 공포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별 것 아니다’와 같은 말)은 환자에게는 본인의 공포에 대
한 무시로 느껴질 수 있고 이는 치료에 대한 의지 결여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가 본인의 공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는 치과의사로서 공감하는 자세를 가지고 환자가 이해
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환자
는 치과의사가 성급하게 자리를 떠나려고 대화를 서두
르는 태도를 보이거나 지나치게 말을 빨리하게 되면 더
욱 불안감을 느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여
환자가 안정감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한다. 공포심을 가지
고 있는 환자는 치과에 내원하여 치과의 주변 환경이나 
사용하는 기구,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는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대화 중
에도 거부감이 느껴지는 단어 선택(예: 찌른다, 아프다,
짼다, 갈아낸다 등등) 등을 유의하도록 한다.
공포심이 큰 환자에게 처음부터 치과 치료에 대한 본
격적인 면담 보다는 앞서 언급한 대화 방법으로 환자의 
주소와 공포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면서 환자의 성격을
파악하고 충분한 대화로 환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며 
자연스럽게 치료에 대한 대화로 이어 나가는 것이 좋다.
환자가 현재 어떤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치료하지 않
았을 때 어떤 일이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말

해주는 것이 치과 공포증 환자에게는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치료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질 수 있
게 동기 부여를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치료 과정에 대한 
지나치게 자세한 설명은 환자 공포심을 증폭시킬 수 있
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치과 공포증 환자의 면담 내용이
나 치료 계획에 관한 것은 의무기록에 자세히 정리해두
면 다음 내원 시 환자를 진료할 때 치과의사나 위생사가 
기억하지 못한 부분도 다시 읽고 참고하여 대비할 수 있
어 도움이 될 수 있다. 환자의 특징, 공포의 원인, 환자의
요구사항, 치과의사가 초진 시 파악한 주의할 점, 치료 진
행 시 미리 준비할 점 등을 기록해 둔다.

2. 치과 치료 진행 시 고려사항

1) 외래 치과 치료 시16~20)

환자가 외래로 치료를 결정한 경우 평소 가장 환자의
전반적인 전신 상태가 좋은 시간을 물어보고 예약하는 
것이 치료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치과의사와 위생사
는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과호흡, 실신 등의 응급 상황
에 대한 장비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며 대처방법을 숙지
하도록 한다. 또한, 어시스트에게는 환자의 특징과 주의
할 점을 숙지하도록 하고 치료하는 동안에 어떻게 협조
해야 할지 미리 의논해두면 더 안정적으로 치료를 진행
할 수 있다. 
환자가 내원했을 때 오늘 진행할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하고 환자가 심리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설명 
후 치료를 급하게 시작하는 것 보다는 환자가 마음의 준
비가 되었는지, 자세가 불편하지 않은지 물어보면서 편
안한 분위기를 유도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환자가 공포를 느끼는 원인이 마취 주사가 
아니라면 국소 마취 후 간단한 전치부의 치아우식증 보
존적 치료나 부분적인 curettage부터 시도해 볼 수 있지
만, 마취 주사에 대한 공포가 있다면 마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스케일링이나 치은 연상 범위에서의 치근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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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등의 치주치료를 먼저 하면서 적응하도록 한다. 첫번
째 치료를 했으면, 그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 치료나 조금
더 불편한 부위의 치료를 시도해보면서 진행한다. 이는 
불안과 공포의 낮은 단계부터 차차 높은 단계로 경험하
게 하는 체계적 탈감작(Systematic desensitization) 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치료를 먼저 시도할지 결정하는 
것은, 환자에게 필요한 전체 치료 계획에 대해서 환자에
게 설명하고 환자와의 충분한 면담 후에 환자 의사를 반
영하여 결정한다.
치과 공포증 환자들 중에는 특히 통증에 대한 공포가 
있거나 마취 주사 바늘에 대한 공포를 가지는 환자들이 
많다. 통증이 덜한 부위부터 마취하고 통증이 큰 부위를 
마취하는 방법, 도포 마취제나 가글 마취제 등을 먼저 사
용하는 방법, ampule을 온수조에 보관했다가 사용하는
방법, 천천히 주입하는 방법 등 환자가 마취 시에 최대한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마취해 주도록 한다. 덜 아프게 마
취하되, 충분한 마취를 하여 환자가 치료 시 통증을 덜 느
끼도록 해준다. 치과 공포증 환자가 고통스럽지 않게 마
취 주사를 맞거나 치료 시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경험을 하
는 것은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앞
으로 진행될 치료에 대한 자신감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치과 공포증 환자는 치과에서 본인이 통제력이 잃는
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외래 치료 시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고 환
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정감을 줄 수 있
다. 환자가 손을 들면 진료를 멈추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환자가 원하는 대로 포를 덮을지 여부를 결
정하게 하는 것, 보호자가 진료실 내에 있는 것이 나은지
혹은 손을 잡아주거나 말을 걸어주는 것이 필요한지 물
어보는 것 등 환자가 완벽히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
과정 중에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
다. 진료하는 동안에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간혹 ‘괜찮
아요’, ‘천천히 코로 숨 쉬세요’ 등의 말을 거는 것은 안정

감을 느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주의 분산하는 효과가 있
다. 주의 분산(Distraction)은 소아 치과 치료 시 많이 사
용되는 방법으로, 성인 치과공포증 환자에게도 계속 말
을 건다 거나 음악을 듣기, TV 보기, 손 운동 하기, 인형 
끌어안기 등의 방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성인 환자에게 적용하기는 다소 힘든 방법일 수 있
으나 대표적인 행동조절 방법 중 하나인 것은 홍수법
(Flooding)이다. 이 방법은 성인보다는 의사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소아에게 많이 시도되는 방법으로, 의사 소통
이 가능한 성인 환자에서는 시도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
다면 그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예를 들어 치아를
발치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는 환자는 첫 내원 시 마취
를 하고 발치하는 것이다. 치과 공포증 환자가 치과 치료
에 대해 강한 의지가 있다면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지만, 공포가 심한 성인에게는 다음 치과 치료를 더욱 기
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적용을 주의하여야 한다. 

2) 진정 마취1,20~22)

환자와의 면담 후에 환자가 외래 진료를 강하게 거부
하는 경우, 외래로 시도했을 때 불가능한 경우, 치과의사
가 판단하기에 외래 진료 시 이상적인 치료 진행이 불가
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래 진료가 아닌 진정 마
취나 전신 마취를 고려하게 된다. 진정 마취는 무의식 상
태로 치료하는 전신마취 와는 달리 의식하에 치료하는
방법(Conscious sedation)이다. 진정 마취는 마취의 종
류나 약물에 따라서 얕은 진정, 중등도 진정, 깊은 진정
으로 나눌 수 있지만 환자의 약물에 대한 감수성에 따라
서 얕은 진정을 의도했어도 깊은 진정에 빠질 수 있으므
로 의료진은 항상 응급 상황에 대한 장비 사용과 대처 방
법의 숙지가 필요하다. 모든 진정법을 시행할 때에는 생
징후를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비도 필수적으로 준
비해 두어야 한다. 의식하 진정은 긴장과 불안을 감소시
켜 줄 수 있지만 통증 자극에 반응하며 치과의사와 소통
이 가능하고 자발적 호흡을 하는 방법이므로 환자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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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고 원하는 진정 마취가 실제와 다른 경우 반드시 미
리 설명하도록 한다. 
치과 외래에서 시도할 수 있는 진정 마취는 크게 아
산화질소(Nitrous oxide, N20) 흡입 진정, 경구 진정,
IM(intramuscular)/IV(intravenous) 진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산화질소 흡입 진정은 아산화질소와 산소
의 혼합가스를 흡입하여 진정 상태를 얻는 방법으로 부
작용이 적고 안정성이 높다. 코로 흡입하는 방법이기 때
문에 비호흡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흡입이 되지 않아 
불가능 하지만 그 외 거의 비적응증이 없어 많은 환자에
게 적용이 가능하다. 주로 소아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지
만 성인에게도 진정 효과가 있다. 하지만 약물을 이용한 
경구, 정주 진정법 보다는 진정 효과가 적을 수 있고 아
산화질소 흡입에 필요한 특수한 장비와 환기 시설이 필
요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공포증이 있지만 심하지 않고 
유닛 체어에 앉거나 치과 검진 정도가 가능하며 환자와
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경우에는 아산화질소 흡입 진정
은 외래 치료를 실패한 경우 안전하게 시도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경구 진정은 치과를 내원하기 전 경구로 약을 복용하
여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경구 투여의 특
성상 약제의 흡수 및 발현 작용이 짧게는 20~30분에서 
길게 1시간까지 나타나기 떄문에 치과 치료 시작 전에 
미리 복용하여야 한다. 경구 투여하는 약물로는 diaz-
epam, benzodiazepine, hydroxyzine 등이 있는데 최
고 혈중 농도의 개인차이가 있어 환자마다 진정 정도가 
달라 효과가 불확실하다. 또한 약물마다 진통 효과와 진
정 효과가 각기 다르므로 약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처방
하도록 한다. 경구 투여는 방법이 쉽고 간단하지만 위와 
같은 단점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내원하는 중에 복용하는 것보다는 일찍 
내원하여 병원내 안전한 장소에서 약을 복용하는 것을
권유하도록 한다. 환자마다 진정 정도가 달라 일부 환자
의 경우 깊은 진정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반

드시 하도록 한다. 경우에 따라 약을 복용하고 오심, 구
토가 있어 기도 흡인의 위험이 있으므로 술 전 금식 하도
록 한다. 치료가 끝난 후에는 충분히 휴식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치과 외래에서 근주, 정주 진정 약물로는 midazolam
이 가장 많이 쓰인다. Midazolam은 길항제(flumazenil)
가 있어 좀 더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 경구 진정이나 흡
입 진정과 마찬가지로 진정 약물에 대한 감수성이 환자
마다 달라 모니터링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보호자를 동
반하도록 한다. 일부 약물에서 기억 상실 효과가 있으며 
경구 진정이나 흡입 진정 보다는 더 확실한 진정 효과가 
있어 외래나 다른 진정 마취로 행동조절 방법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불안과 공포가 심한 환자에서 적용할 수 있
는 방법이다. 정주 진정법은 깊은 진정으로 빠질 위험이
얕은 진정에 비해 크기 때문에 길항제를 미리 준비하고
치료 전 반드시 진정 마취에 대한 교육을 미리 받고 환자
를 진료하도록 한다. 다른 진정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끝
난 후에는 충분히 휴식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며, 낙상
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복 가능한 안전한 공간이 치
과 내에 있는 것이 좋다.

3) 외래 전신 마취(Outpatient general anesthesia)23,24)))
외래 전신 마취란 입원하여 전신마취 하에 치과치료
를 하고 당일 퇴원하는 방법을 말한다. 치과 공포증이 심
하여 외래 치료나 진정 마취 하에서도 치과 치료가 불가
능한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다수 치아의 처
치가 한번에 가능하고, 전신 마취 하에서는 환자가 무의
식 상태 이므로 치과 치료 동안 환자의 협조가 필요하
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전신마취 전 혈액검사, 소변검
사, 흉부 방사선 사진, 심전도 검사 등이 반드시 필요하
며 전신 마취 가능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마취를 진행
할 마취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검사 후 당일 퇴원이 불
가능한 전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외래 전신 마취 보다는
며칠 입원하여 전신 상태 감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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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는 마취 장비와 회복 시간 동안의 간호 인력이 필요
하며, 충분히 회복 후 퇴원을 하더라도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귀가하여야 한다. 전신 마취가 가지고 있는 장
점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절차와 준비가 필요하기 때
문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난 후에 진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래 전신 마취는 시간의 한계가 있어 필요한 치료가 
많은 환자의 경우 1회의 전신 마취로 치료가 완료 불가
능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충분
히 설명하고 1회 이상의 전신마취가 필요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신 마취로 치과 치료를 하기로 결정
한 경우 치과의사는 초진 시 수립했던 계획을 최소한의
횟수로 효율적인 전신 마취가 될 수 있도록 치료의 계획
이나 순서를 고려하여 다시 계획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
신 마취 당일 종료되지 않는 보철물 접착이나 소독, 발사 
등의 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치과 공포증 환자
는 공포증의 정도에 따라 외래로 이러한 후속 치료가 가
능한 환자도 있지만, 불가능한 환자도 있을 수 있다. 따
라서 환자에게 전신 마취 하에 할 수 있는 치료와 당일
로 완료가 불가능한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후속 치료
에 대하여 전신 마취 하 치과 치료가 필요할지 혹은 외래
나 진정법으로 치료를 할지 의논하여 미리 결정하고 계
획하도록 한다. 

3. 치과 치료 후 설명

치과 공포증 환자는 치과에 내원하여 치료하는 게 힘
든 만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담하고 치료를 완료했다
고 하더라도 구강 위생 관리 교육과 정기 내원이 더욱 중
요하다. 과거에 치과 치료 경험이 없었던 환자일수록 예
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구강 위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모형을 이용하는 TBI(Tooth
brushing instruction)도 좋지만, 직접 환자가 사용하는
칫솔을 가지고 와서 시연하거나,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구강 내 사용하는 방법을 거울을 보면서 교육하는 등의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환자에게 동기 부여
를 하고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주도록 한다. 
정기 내원은 치과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더
중요함을 강조한다. 치과 질환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치료 기간도 감소하고, 통
증 조절면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음을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정기 내원을 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정기 내원 및
예방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
여 설명하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한다. 구강 위생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서도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행동의 변화
가 적은 경우 다음 내원 약속을 반드시 잡고, 정기 점검
미내원 시 확인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내원
간격을 줄여 부분적인 스케일링을 시행하면서 반복적인
칫솔질 교육을 하거나 6개월~1년 간격으로 전문가 불소
도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Ⅲ. 결론

치과 공포증 환자의 치과 치료는 치료 전 환자와의 충
분한 대화가 중요하다. 공포증 환자는 통상의 외래 치과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치과 치료 진행 방법
에 대한 고려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통상의 외래 치료
라고 할지라도 치과 공포증 환자에 있어서는 세심한 배
려가 필요하며 진정 마취나 외래 전신 마취로 치과 치료
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환자와의 충
분한 소통을 하여야 한다. 치료 완료 후에도 치과 공포증
환자는 철저한 교육과 정기 점검으로, 예방 치료를 강조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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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대사 약물 복용 환자의 MRONJ
위험 인자로의 Im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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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age of patients requiring implant treatments increases, the number of patients taking more than one
type of medicine due to underlying diseases increases. In particular, bone modifying agents such as bisphos-
phonate bring rare but potentially fatal osteonecrosis of the jaw (ONJ), so careful attention is needed before
dental treatment. For patients receiving these medications, the outcome of implants and the incidence of implant 
related ONJ are still unclear, causing clinicians to hesitate to treat them.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would 
like to discuss the dental implants as a risk factor for the occurrence of ONJ and discuss what clinicians should 
consider in implant treatment for patients taking bone modifying agents by reviewing previous lit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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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03년 골다공증 치료제 중 하나인 Bisphosphona
te(BP)로 인한 악골의 골 괴사(Osteonecrosis of the
Jaw, ONJ)가 처음 보고된 이후로1), BRONJ (Bisphos-
phonate 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에 대한 
여러 병인론과 치료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더불
어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국립위
생연구소(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에 따르
면, 골다공증은 ‘골 강도의 약화로 골절의 위험성이 증
가하게 되는 골격계 질환’으로 정의되며, 골절이 발생
하면 내과적 합병증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질병이
다. 2008~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50세 이
상 성인의 골다공증 발병률은 약 22% 정도였으나, 고령
화로 인해 그 유병률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골다공증
은 폐경 후 여성호르몬의 부족, 고령으로 인한 칼슘과 
비타민 D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부갑상선 기
능의 문제나,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종양의 골 전이 등
으로 인하여 이차적으로도 발생한다. 국내에서 골다공

증 치료제로 승인된 약제로는 여성 호르몬, 선택적 에
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BP, 부갑성선 호르몬 제제인 
Teriparatide 및 활성형 비타민 D 등이 있으며, 최근에
는 Denosumab라는 약물이 승인되어 사용 중이다. 
BP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로, 파골 세
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골 흡수를 강력하게 억제한
다. 이 약물은 Side Chain(Fig. 1)의 질산 함유 여부에 
따라 1세대와 2세대로 나뉜다(Table 1). 여러 논문에 따
르면, BP요법은 임플란트 생존이나 성공에 통계학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골다공증 환자는 절대적 금기증이 아니다2)다다 . 하
지만 질소가 포함된 2세대 약물은 질소가 포함되지 않
은 1세대 약물보다 약 100~1,000배 정도로 강한 골 흡
수 효과가 있고3)고고 , 더 강력하게 골과 결합해, 골괴사가 
더 많이 야기된다4)다다 . 이러한 2세대 약물들은 최근 종양
의 증식과 신생혈관 생성 억제 효과가 알려지면서 유방
암, 폐암, 전립선 암 등에 나타나는 골 전이의 치료로도 
사용되고 있다5)다다 . 기존 논문들에 따르면, 경구로 BP를 복
용하는 골다공증 환자들의 골 괴사 발생 위험성은 낮았

Figure. 1. Structure of Bisphosphonate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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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플란트 수술 후 MRONJ 발생 환자의 약 90% 이상
이 Pamidronate나 Zoledronate등을 고용량으로 투약 
받는 암환자들 이였다3,6,7)다다 . 암환자들은 약 7배 정도 높
은 골 괴사가 나타났는데, 이는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
되는 약물보다 보통 7-12배 정도 더 강력하기 때문이
라 생각된다8)다다 .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 구강악안면외과
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AAOMS)에서는 정맥으로 BP를 투여 받고 있
는 암환자의 임플란트 치료는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9)다다 .
BP 외 골 흡수 억제제나 혈관생성 억제제 등의 사용이
다양화되면서, 이들 약물과 관련된 ONJ 발생에 대한 보
고가 꾸준히 증가되었다10). 이에 2014년 AAOMS에 의
해 병명이 MRONJ(Medication 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로 변경되었다1,11). Denosumab은 파골 세포
를 활성화시키는 주요 Cytokine 중 하나인 RANKL의 
항체로 개발된 약물로, 골다공증 환자에게 60mg (Pro-
liaa )을 6개월 간격으로 피하주사 하도록 승인되었고, 종

양환자에게는 4주 간격으로 더 높은 용량(XGEVVAAA ,
120mg)이 사용된다12). BP와 달리 골에 침착 되지 않아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한 것 달리, Denosumab 관
련 골 괴사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13).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고, Zoledronic acid와 비교할 때 어느 약
물이 더 안전한지에 대한 것 또한 아직 명확하지 않다14).
혈관 생성 억제제인 Bevacizumab의 경우 약 0.2% 정도
의 골 괴사가 나타나며, BP와 함께 복용하는 경우 그 발
생률이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1). 하지만, 이 또한 연
구가 미미 하고, 이 둘 간의 정확한 연관성을 단정하기에
는 아직 정보가 부족하다15). 따라서, 골 대사 관련 약물
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 예후
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어, 임플란트 생존율, 
MRONJ의 발병률 및 위험 인자들에 대해 이전의 논문들
을 고찰하고, 임플란트 치료 전, 후 임상의들이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Table 1. Types of Bisphosphonate16,17)

Type R1 side chain R2 side chain Potency Delivery

Non-nitrogen-
containing 
compounds

Etidronate -OH CH3- 1 Oral

Clodronate -Cl Cl- 10 Oral/IV

Nitrogen-containing
compounds

Pamidronate -OH 100 IV

Alendronate -OH 500~1,000 Oral

Risedronate -OH 1,000~5,000 Oral

Ibandronate -OH 5,000 Oral/IV

Zoledronate -OH 10,000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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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mplant-surgery trigger vs. implant-
present trigger

초기의 임플란트 실패는 골 유착의 실패, 수술 후 감
염, 나쁜 골질이나 수술 기술의 문제로 발생하며, 후기
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교합력이나 임플란트 주위염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18). 임플란트 치유 과정 
중 일어나는 정상적인 골 교체율을 BP가 현저하게 감소
시키기 때문에, 골 대사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 있어서
더 많은 임플란트 실패를 야기시킬 수 있다19). BP는 임플
란트 표면과 골 사이에 일어나는 골 개조를 통해 이루어
지는 골 유착에 영향을 주거나, 골 유착 후에도 골 치유
에 현저한 지연을 일으킨다20)다다 . 게다가, BP의 사용은 골다
공증 환자의 하악 대구치 부위의 질과 양에 영향을 미친
다21,22)다다 . 즉, 골 피질골의 밀도를 증가시키고, 해면골의 밀
도를 줄여 골의 경도와 탄성계수를 감소시켜22), 임플란
트와 골의 접촉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골 유
착을 방해한다21,22)다다 . 또한, 하악골의 혈관성의 감소 및 밀
도의 증가로 감염 확산이 잘 되어, 괴사할 위험성이 높아
지게 된다23)다다 . 이와 같은 변화 때문에 대부분 하악 구치부
에서 임플란트 실패나 골 괴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약물로 인해 유발되는 ONJ에 대한 기전은 아직 명확
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골 개조의 억제, 감염, 혈관 신
생의 억제, 연조직 독성이나 면역기능의 이상들이 언급
되고 있다1,24). 이러한 골 괴사가 치조골에서 나타나는 이
유는 골 교체율이 장골보다 10배 정도 커서, 골 교체율
을 감소시키는 BP의 영향이 치조골에서 더 두드러지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25)다다 . 임플란트와 관련하여 나타
나는 골 괴사는 첫째, 골 대사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
게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경우, 둘째, 약물 투여 시작 전
에 골 유착이 완성되어 기능하고 있는 임플란트 주변의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다26)다다 . 하지만,
이 중 어느 요인이 더 큰 위험인자인지는 아직 명확하
지 않다10).

구강의 침습적 치료는 MRONJ를 유발시키는 주요 요
인들 중 하나이다27)다다 . 발치 후 MRONJ의 발생률은 약 52-
70% 정도이며1), 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 따르면, 임플란
트 수술과 관련한 발병률은 약 21%라고 언급되고 있다
28). 하지만, 발치 외 다른 치조골 수술 관련 골 괴사 발생
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여 임플란트 관련 MRONJ
발병률에 대해 확신하긴 어렵다1). 치조골 수술은 수술
자체 보다는 기존의 국소적 만성 염증이 골 괴사를 촉진
시킬 수 있는데, 이는 감염 시 증가되는 산성 환경이 BP
를 활성화시키고, 세포 독성을 촉진시킴으로써 골 괴사
가 촉발될 수 있다29)다다 . 또한, 수술 후 노출된 골 표면에 세
균이 달라붙은 상태에서 BP가 존재하면 세균의 증가가 
더욱 촉진되어 골 괴사가 유발된다고 본다30)다다 . 따라서, 구
강 내 염증이나 감염은 유의미한 소인으로 작용하며31),
좋지 않은 구강위생은 약 54-93% 정도로 MRONJ와 강
한 연관성이 있다32)다다 .
대부분의 논문에 따르면, 골다공증 환자의 임플란트
성공률은 건강한 환자들과 비슷하다33)다다 . BP를 복용하는 
환자의 임플란트 실패는 1년 이내에 실패한 환자의 수보
다 1년 이후에 실패한 수가 좀 더 많았다34)다다 . 따라서, 약물
이 초기 임플란트 성공이나 치조골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여겨진다35,36)다다 . 또한, 임플란트 식립 후, 골
괴사가 발생된 환자들에게 MRONJ의 임상적 증상이 나
타난 시기는 평균적으로 임플란트 수술 후 약 21개월이
였다10,26). 이 간격은 악성종양으로 BP를 복용하는 환자
보다 골다공증으로 치료받는 환자에게 더 길게 나타났
다26)다다 . 이는 임플란트 수술 자체 보다는 임플란트 주위염
이 MRONJ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
다37)다다 . 임플란트와 관련된 MRONJ가 생긴 논문에 따르면,
환자의 약 64%에서 BP를 복용하기 전 이미 구강 내에서 
기능하고 있는 임플란트를 가지고 있었다38)다다 . 이는 임플
란트 수술 시 골 대사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뿐 
아니라, 이미 골 유착이 성공하여 기능하고 있는 임플란
트를 가진 환자에게 약물 요법을 시작할 때에도 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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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MRONJ의 발생은 골이나 연조직에 대한 국소 감염 외
에도 미세 균열을 포함한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
다6)다다 . 이미 골 유착된 임플란트 주변에서 골 괴사의 위
험이 증가하는 것은 임플란트 주변 골에서 임플란트에
가해진 정상적인 기계적 스트레스에 의한 골 개조에 대
한 반응의 감소에 의한 것일 수 있다19,36,39). 골 유착 후
에도 임플란트 주변의 골 조직은 지속적인 골 개조 과
정을 거친다39)다다 . 이 때, BP로 인해 골 개조의 강한 억제
가 일어나 주변 골의 저항력을 감소시키고,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을 일으켜, 골 괴사를 야기시킬 수 있다40)다다 . 많
은 저자들은 보철물로 인한 이러한 국소적 외상이 또 다
른 MRONJ의 잠재적 유발요인으로 보았다6,14,28)다다 . 한 고
찰 논문에서 MRONJ 환자의 8.4%가 보철물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치주질환이나 근관치료의 사례는 4.8%에 
불과하였다28)다다 . 따라서, 임플란트 주위염과 더불어 과도
하거나 부적절한 교합력이 있다면, 이미 골 유착이 이루
어진 임플란트라도 MRONJ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인
자가 될 수 있다.

III. Risk factors

골다공증 환자의 임플란트 관련 골 괴사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한 대부분의 논문들은 환자들이 경구로 
Alendronate이나 Risedronate등을 복용하고 있었다. 
이는 약물 투여 방식에 따라 MRONJ 발생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경구 투여 시 약 0.001~0.06% 정도의 비
율로 발병하는 반면, 정맥 투여의 경우 약 0.8-12% 정도
로 골 괴사 발생이 높아진다41)다다 . BP가 위장으로의 흡수
는 적게 일어나 생체 이용률이 약 0.6~1% 정도이나, 정
맥으로 투여되는 경우에는 약 50%의 흡수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맥 투여 시, 경구 투여보다 약 143
배의 빠른 속도로 골에 축적된다는 특징이 있어, 정맥으

로 투여되는 경우 경구투여 보다 높은 골 괴사 발병률
을 보였다42)다다 .
미국 골대사학회(American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에 따르면, 장기간의 BP치료를 4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장기
간의 치료는 더 높은 골 괴사 발생률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43)다다 . Mark 등에 따르면, Alendronate에 평균 5.7년 
동안 노출되면 MRONJ가 발생하며, 단기간의 BP복용
환자에게는 그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25)다다 . 따라서, 
4년 이하의 경구용 BP를 복용하는 골다공증 환자에 있
어서 임플란트 치료는 금기증이 아니며, ‘안전하고 예지
성’이 있는 치료이다19).
약물 외에도 환자 개인이 가진 요인들의 영향을 배제
할 수 없다44)다다 . 당뇨, Corticosteroid, 면역 억제 치료 등의
의학적 인자와 흡연 습관, 만성 치주질환과 나쁜 구강위
생 등의 환자 개별 인자들이 MRONJ 발생에 영향을 준
다고 언급되고 있다45~47) 다다 (Table2). 비교적 안정적인 치료
결과를 보였던 Risedronate를 복용하는 환자들에게도,
당뇨가 있거나 Corticosteroid을 함께 복용하고 있는 경
우, 임플란트 관련 MRONJ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48,49)다다 .
흡연 습관에 대한 결과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한 연구
에서는 실패한 임플란트의 60%가 흡연과 관련이 있다
고 보고하였다48)다다 .

IV. Prevention 

임플란트 수술 전, 골 대사 관련 약물 중단(Drug holi-
day)과 예방적 항생제 투약이 시행된 몇몇 논문들에서
는 이 요인들이 높은 임플란트 성공률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35,50,51)다다 . 구강 위생 관리가 임플란
트 주변의 염증 소견을 줄일 수 있으므로, 술 후 항생제
복용과 수술 전, 수술 직후 및 술 후 2달 동안 매일 2회
Chlorhexidine의 구강 내 소독을 추천하고 있으나52)나나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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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 항생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
다35)다다 .
약물 중단에 대한 이익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이다53)다다 . 약물 중단은 골절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고,
더욱이, Denosumab은 중단 후 골절 위험성이 갑자기
높아지는 ‘Rebound effect’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중
단을 판단하긴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BP의 반감기가 
수개월에서 수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약물이 골에 침착 
되면, 치과 치료 전의 일시적인 중단이 골 괴사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54)다다 . 하지만, 몇몇 논
문에서는 경구투여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나 위험 요소
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2-3개월 정도의 약물 중단을 추
천하기도 한다55)다다 .  
골 괴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
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암환자에게 행해진 정기적인 치
과 검진과 구강 위생 개선으로 골 괴사 발생률을 4.6%에
서 0.8%로 감소시킨 사례가 있었다56)다다 . 특히, 정맥용 BP
를 투여 받은 환자에게 있어서 치료 후 매 3개월 간의 추
적 검사는 골 괴사 징후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며52), 불
량한 구강 위생 상태와 더불어 맞지 않은 보철물이나, 보
철물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또한 골 괴사를 일
으킬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구강 검사는 필수적이다57)다다 . 

V. Conclusion

기존의 논문들에 따르면, BP를 복용하는 환자의 임플
란트 성공률은 다른 일반 환자들과 비슷하다. 따라서, 임
플란트 수술 자체가 MRONJ를 발생시키거나, 임플란트
를 제거해야 하는 결과를 직접적으로 초래한다고 단정
짓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정맥으로 BP를 투여 받고 있
는 다발성 골수염이나 암환자의 경우, 임플란트 치료가 
MRONJ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므로 이를 피해야 한다. 따
라서, 임플란트 수술 전, 전신질환이나 약물의 종류 및 용
량, 복용기간 등 환자가 투여 받고 있는 약물에 대한 병
력 청취와 당뇨, Corticosteroid 복용 여부, 흡연, 구강위
생 상태 등 환자 개인의 위험 요소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
다. 이미 골 유착이 이루어진 임플란트를 가진 환자들에
게 약물 요법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MRONJ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물 투여 전, 치과 치료를 통한 구강위생 상
태 개선 및 보철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고,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구강 검사를 통하여 MRONJ 발생 및 임플란트
실패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Table 2. Risk factors for MRONJ

Patient related factor Drug related factor

Underlying Diseases Type of drug

Cancer Pamidronate

Multiple myeloma Zoledronate

Other disorders Denosumab

Diabetes mellitus Angiogenesis inhibitors

Taking Corticosteroid Intravenous administration

Smoking habit High dose

Poor oral hygiene Duration of drug taken(>4y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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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경부감염으로 진행되는 
치성감염의 중증도 평가 

허현아

Severity assessment of odontogenic infections progressing to deep neck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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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ontrolled odontogenic infections can lead to deep neck infection. Once it progresses to deep space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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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치성감염은 임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감염으로, 대부
분의 경우 항생제 투여와 적절한 외과적 처치로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감염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않않  상악이나 하
악에서 시작된 감염은 지속적으로 설하부 또는 악하부, 
저작 공간 등으로 진행되고 후두 주변 조직으로 퍼져 심
부경부감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1).

심부경부감염(deep neck infection, DNI)는 농양 형
성이나 봉와직염, 괴사성 근막염을 동반한 두경부의 잠
재적인 공간과 근막면에 발생하는 감염을 의미한다2)다다 . 심
부경부감염은 진단 방법과 광범위 항생제 사용의 발달, 
구강 위생 향상 등으로 발생률과 그로 인한 합병증의 발
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3)다다 . 심부경부감염은 수시간에서 수일 사
이에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감염이 심부 공간에 다다르
면 상기도 폐쇄(upper airway obstruction), 종격동염
(mediastinitis), 늑막과 폐의 농양, 심낭염(pericarditis),
경동맥 파열, 급성호흡 부전, 패혈증(sepsis) 등의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즉각적인 진단과 빠른 처치
가 필수적이다4~6)다다 .

많은 연구들에서 치성감염을 심부경부감염의 주요 원
인으로 꼽으며 전체 심부경부감염 발생 원인의 40% 이
상을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2,3,7)다다 . Pesis 등은 발치 또는 
근관치료 후에 발생한 심부경부감염을 보고하며 치과 
치료의 종류에 관계없이 비록 그것이 침습적인 치료가 
아니더라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감염으로 진행될 는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5)다다 . 협측으로 부종이 발생하여 육안
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농양이나 봉와직염의 경우 환
자나 임상의 모두 빠르게 확인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가
능하다. 하지만 심부의 경부로 진행되는 감염의 경우 팽
팽한 근막과 덮고 있는 근육 및 깊은 위치로 인해 진단

이 어렵다8)다다 . 전산화 단층 촬영(CT) 검사를 시행하면 정((
확한 진단이 가능하겠지만 병원급이 아니면 촬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및
징후, 임상검사를 통해 질환의 심각도를 조기에 파악하
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심부경부감염으로 진행되는 치성감염
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입원치료를 결정하
는 기준들을 문헌 고찰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II. 치성감염의 중증도 평가 

임상 검사, 혈액학적 검사, 방사선 평가를 통해 감염의 
심각도와 진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1. 임상검사 (증상 및 징후)

‘침이나 음심 삼킬 때목이아파요’ (odynophagia), ‘삼
키기 힘들어요, 물도 잘 안삼켜져요, 밥 못 먹고 물만 마
시고 있어요’ (dysphagia), ‘입이 안벌어져요’(trismus), ‘
춥고 열나요’(fever) 등이 치성감염에서 시작하여 심부경
부감염으로 진행되는 환자들이 외래에 내원하여호소하소소
는 주요증상들이다.
심부경부감염의 증상은 1) 염증과정에 따른 증상과   
2) 감염 부위의 국소적 증상에 의해 결정이 되며, 이는 
원발 감염부위와 이환된 근막면, 염증과 감염의 진행 정
도에 따라 다양하다. 염증 증상으로 동통(pain), 발열(fe-
ver), 부종(swelling)과 발적(redness)이 있으며, 대부분
의 환자들이 발열과 경부의 동통을 호소한다8)다다 .
국소적 증상들은 호흡기와 신경, 위장관(GI track)에
작용하는 압력과 관련된 증상을 전형적으로 보인다8)다다 . 연
하곤란(dysphagia), 삼킴통증(odynophagia), 개구장애
(trismus), 이통(ear pain), 침 흘림, 쉰 목소리(hoa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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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s) 또는 목소리 변화, 발성장애(dysphonia), 호흡곤
란(dyspnea) 등이 있다4,8)다다 . 이러한 증상들로 감염의 심
각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염증이 진행되고 있
는 부위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개구제한은 감염
이 측인두강(parapharyngeal space) 또는 익돌하악강
(pterygomandibular space), 저작근공간(masticator 
space)으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감염이 미
주신경을 침범했다면 발성장애와 쉰 목소리가 발생할 
수 있다8)다다 . 발성장애와 호흡곤란은 흔하지 않은 증상이지
만, 나타난다면 호흡부전(respiratory failure) 직전의 매
우 위험한 상태이다5)다다 .
환자의 증상을 주의 깊게 청취한 뒤, 임상검사를 시
행하여 감염의 원인을 평가하고 감염의 중증도를 파악
한다. 개구제한 정도를 평가하는데, 10mm 이하로 개구
시 심각한 개구제한으로 평가하며 이 징후는 구강인두
부위로 감염이 심각하게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산산 9)다다 . 구강
저의 부종도 확인해야 하는데 구강저의 부종이 혀를 후
방으로 변위 시켜 상기도 폐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편도 비대칭과 함께 목젖의 내측 변위는 편
도주위 농양(peritonsillar abscess)을 시사하고, 인두벽
(pharyngeal wall)의 내측 변위는 측인두강의 감염을 의
미한다. 이 곳에 작용하는 국소적 압력이 삼킴통증과 연
하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8)다다 . 

Flynn 등은 심각한 치성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의 78%
와 73%에서 연하곤란(dysphagia)과 개구제한(trismus)
을 보고하였고 이 증상과 징후가 심각한 치성 감염을 암
시하는 기준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10). Alo-
taibi 등은 외과적 절개 및 배농의 빈도와 입원 기간이
상악보다 하악에서 치성 농양에서 훨씬 높았고, 중환자
실 입원 치료를 필요하는 심부경부감염은 모두 하악에
서 발생하였음을 보고하며 기존의 치성감염을 위한 입
원 기준(발열, 경부의 부종, 호흡곤란, 연하곤란, 개구제
한, 백혈구증가증, CRP 증가)에 하악에서 발생한 치성감

염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

2. 혈액학적 검사

심부경부감염으로의 진행되는 치성감염은 대부분 임
상양상만으로도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하지만 혈액검사
를 병행하면 더욱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감염이 있는 환자에서 백혈구 증가증(leukocytosis) 
및 적혈구 침강속도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 C-reactive protein(CRP)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
다. 백혈구 중에서도 호중구가 증가하는 호중구 증가증
을 관찰할 수 있으며, 감염이나 염증반응 후 10~25×10900
/L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 (정상수치 4.0~10.0×10900
/L).  

ESR은 염증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정상 수치는 남자에서 10mm/hr, 여자에서 20mm/hr
가 정상 상한선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승한다. ESR
은 질병에 대한 특이도가 낮지만 비교적 검사가 간단해
감염의 진단 및 추적에 많이 이용된다12).

 C-reactive protein(CRP)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극소
량만 존재하는 비특이적 급성기 반응성 단백질로, 증상
이 발생된 지 몇 시간 안에 심각한 감염에 대한 반응으로 
혈청 농도가 빠르게 증가한다13). CRP의 반감기는 5-7시
간으로 환자 상태의 급격한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고, CRP 수치가 높은 것과 감염의 심각도
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치성 감염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biomarker로 사용되고 있다14,15). 또한 치료 후 가장 먼
저 정상화되는 특징이 있어 수술 후 염증 반응의 추적에
도 추천되는 검사이다. 정상수치는 0~5mg/L이며 1000
배까지도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다16).

 Bowe 등13)은 상승된 CRP수치과 입원 기간과 밀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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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Gallagher 등14)은 CRP 수)

치 180은 85.5%의 특이도(specificity)로 중환자실 입원
을 예측했다고 보고했다.
Ylijoki 등이 시행한, 치성감염으로 인해 입원한 환자
중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검
사를 비교한 연구에서 따르면, 두 군 모두에서 C-reac-
tive protein(CRP),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 백혈구 수치, 체온이 모두   높았으나 그 중에서도
CRP 수치가 질환의 심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또한 CRP 수치와 체온이 환자의 임상 상태를 빠르게 반
영함을 보고하며 감염의 심각도를 결정하고 치료 결과
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15).

3. 방사선 검사

방사선 검사는 심부경부감염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중
요한 검사이다. Crespo 등이 시행한 임상검사와 CT 검
사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임상적으로 약 70%에서 이
환된 부위나 근막간극의 수를 잘못 파악하거나, 측인두
강으로의 이환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17).

따라서 임상 검사 후 방사선 검사를 통해 감염의 원인을
확인하고 진행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치성감염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 방사선 촬영
법을 먼저 시행한다.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파노라마 
영상의 경우 상악과 하악의 구조물들을 전반적으로 관
찰할 수 있어 치근단 방사선 사진과 함께 감염의 원인 및
골내 병소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며, 개구제한이 있는 경
우에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감염이 연
조직으로 진행된 경우나 심각도를 평가할 수 없다는 단
점이 있다. 

심부경부감염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영상진단
법은 CT 검사로, 두경부 대부분의 경조직과 연조직 구
조물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조영 증강 
CT 검사(Contrast-enhanced CT scan)는 조영제를 사
용하여 혈관을 확인하고 염증 부위를 증강시켜 심부경
부감염을 진단하고 감염의 진행 범위를 결정하는데 가
장 적합한 영상진단법이다3,8,17)다다 .  또한 농양과 봉와직염
을 감별하는데도 유용한 검사법이다. 하지만 약 25% 정

Figure.1. Panoramic image of the deep neck infection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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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농양과 봉와직염 모두 저밀도의 collection으로 
나타나 보여 이 둘을 구별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따
라서 배농 등의 수술적 치료를 결정 시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 해 두고 CT 결과와 임상 진단 정보를 토대로 치료
를 결정해야 한다18).

Fig. 1은 #37 치아우식증으증증 로 내원 전 타원에서 근관 으으
치료를 시행하였고 심부경부감염으로 진행하여 내원한 
환자의 파노라마 사진이다. 내원했을 당시 심한 통증과 
물도 삼키기 힘든 연하곤란을 호소하였고 2cm 미만의
개구장애, 측인두벽의 변위 및 종창, 좌측 악하부의 부종 
및 발적, 발열이 관찰되었다.  파노라마 사진 상 #37 치
근단의 경미한 투과상만 관찰될 뿐 질환의 중증도는 판

단하기 힘든 것을 알 수 있다. 
응급으로 CT검사를 시행하였고 CT검사 결과 감염이 
저작근 공간, 악하간극, 설하간극, 측인두근막간극까지
이환 되었고 기도공간이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Fig. 2, Fig. 3). 

Ⅲ.  결론

조절되지 않는 치성감염은 심부경부감염으로 이환 될
수 있다. 이러한 감염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심부공간으
로 진행 시 기도 폐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감염의 심
각성을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입원 치료를 결정하기 위

Figure. 2. Axial CT image shows subcutaneous fat stranding and ill-defined low density centered upon
masticator space and parapharyngeal space. Aeration is observed in the inflamed left medial 
pterygoid muscle and the airway is com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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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xial CT image demonstrates subcutaneous fat stranding and swelling of the left subman-
dibular and sublingual space. It also reveals inflamed left submandibular gland and thickening 
of platysma.

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임상의로 하여금 조기에 진단
하여 전문의나 상급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등 효과적인
환자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구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위에서 언급된 기준들은 심부경부

감염으로의 진행을 암시하는 대표적인 증상 및 징후 그
리고 검사들에 대한 설명으로 전문가에 비해 이러한 감
염에 대한 경험이 제한되어 있는 임상의에게 유용한 기
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가를 위한 특집   

K o r e a n  D e n t a l  A s s o c i a t i 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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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치과의사회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보고서 발표회

참석 : 박태근

내용 :   대구광역시 치과의사회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보고서 발

표회 축사

치의학연구기관 설립 필요성 및 추진방안 연구용역 관련 간담회

참석 : 박태근

내용 : 보건복지부의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연구방향

김상희 국회의원실 면담

참석 : 박태근

내용 :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논의

치과전문지 간담회

참석 : 박태근

내용 : 치과전문지 간담회 진행

5차 편집인 회의

참석 : 한진규

내용 : ① 치의신보 기사 키워드 분석 결과 발표 및 토론

② 인터넷 시대 독자 유입 대비 전략 논의

③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 대비 설문조사 내용 논의

2022 개원성공 컨퍼런스 1차 준비회의

참석 : 홍수연, 이석곤

내용 :   2022 개원성공 컨퍼런스 핸즈온 등 프로그램 논의, 등록비 및 

부스비 결정

한국간호학원협회와 간담회

참석 : 신인철, 한진규, 이민정

내용 : ① 치협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 관련, 업무 협조의 건

② 치과병 의원 취업 유도 독려 관련, 업무 협조의 건

③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중 치과 교육 활성화 방안 검토의 건

YESDEX 2021 테이프커팅식

참석 : 박태근

내용 : YESDEX 2021 테이프커팅식 축사

용봉치인의날 기념식

참석: 박태근, 홍수연, 한진규, 이미연

내용: 용봉치인의날 기념식 진행

2021회계연도 제6회 정기이사회

참석 :   박태근, 강충규, 장재완, 홍수연, 김철환, 마경화, 김현선,  

신인철, 이민정, 김민겸, 최유성, 강정훈, 이창주, 이민정,  

이강운, 이진균, 허민석, 정국환, 윤정태, 한진규, 강경동,  

송호택, 김수진, 김성훈, 정휘석, 현종오, 이미연, 전양현,  

이석곤, 진승욱, 김재성

내용 : ①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의 건

② 신년교례회 및 2021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 개최의 건

③ 특별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④ 상임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위원 교체 및 추가위촉 포함)

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⑥ 치의신보 운영규정 개정의 건

공공군무위원회 간담회

참석 : 강경동

내용 : 공공군무위원회 사업 논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참석 : 김수진

내용 : ① 미세먼지 대응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검토

② 건강보험 시범사업(9개)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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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교육자료 개발 중간보고회

참석 : 홍수연

내용 :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감염관리 교육자료 개발

제2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관련 토론회

참석 : 이민정

내용 : 국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관련 패널토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참석 : 홍수연

내용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진행

외부회계감사 도입관련 업무협의

참석 : 윤정태

내용 : 외부회계 감사 논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선 제2차 간담회

참석 : 김수진

내용 :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개선 관련 추진경과 및 현안 공유

재무위원회 업무협의

참석 : 강충규, 강정훈, 윤정태

내용 : 재무 업무보고 및 현안 논의

C형 근관 치아 수가개선 2차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 마경화

내용 : C형 근관 치아 수가개선 관련 논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워크숍

참석 : 마경화

내용 : 공단 의료비용분석 사업 현황 공유 및 주요 이슈 토론

2021회계연도 제1회 운영위원회

참석 : 진승욱, 김수진, 이강운, 이창주

내용 :   '치과의사 인력 수급 및 치과 경영 실태 연구(연구책임자 이재

일)’ 연구기간 연장 승인의 건 –전체 13명 승인

2021년 제7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참석 : 김성훈

내용 : ①   2020년(3차) 병원 표준화 사망비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적정성평가 결과 및 공개(안)

② 2019년(1차)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결과 및 공개(안)

③ 영상검사 예비평가 결과 및 본 평가 계획(안)

④ 평가체계 혁신 중장기 추진 계획(안)

⑤ 2022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안)

⑥ 적정성평가 신규 후보항목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간담회

참석 : 마경화

내용 :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제도발전협의체 운영방안 논의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참석 : 박태근

내용 :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축사

제37회 부산치대 치전원 동창회 정기총회

참석 : 강충규

내용 : 제37회 부산치대 치전원 동창회 정기총회 축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간담회

참석 : 신인철, 이민정

내용 : ① 치협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 관련, 업무 협조의 건

② 치과병 의원 취업 유도 독려 관련, 업무 협조의 건

③ 간호조무사 치과 교육 활성화 방안 검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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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건의료인 기후위기 대응 공동선언 개최

참석 : 박태근, 홍수연

내용 :   치협과 건강사회치과의사회와 함께 치과보건의료인 기후위기 

대응 공동선언을 발표

박성중 국회의원실 면담

참석 : 박태근

내용 :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논의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참석 : 마경화 

내용 : ①   수술료 조정 시 마취료(마취약제 포함), 치료재료 등 제반 비

용 심사조정 범위에 대한 논의(고시신설)

② 수술 예정으로 시행된 단기입원 사례 인정여부 외 3건

③ 202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관련 외 3건

④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분과위원회(2021.11.8.~10. 

서면)

⑤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 aHUS(2사례)

⑥ 스판라자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 외 2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회의

참석 : 이강운

내용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회의 진행

제319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 이강운

내용 : 의료광고 심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치과 전문위원회

참석 : 마경화

내용 : 자동차보험 치과 진료비 심사 등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 이강운

내용 :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회의 진행

치과전문지 간담회

참석 : 강충규, 이미연

내용 : 치과전문지 간담회 진행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국장 간담회

참석 : 마경화

내용 :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운영방안 논의

제3차 아동치과주치의 실무위원회 회의

참석 : 이창주

내용 :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참여율 증진 방안 토의

서울고등법원 의료법 위반 기소 판결선고

참석 : 이진균

내용 : 2021노69사건 판결 선고 참관

6차 편집인 회의

참석 : 한진규

내용 : ① 치의신보 주요기사 링크 공유를 통한 홍보 활성화 방안 논의

② 55주년 기념 창간특집호 기획 기사 구성 논의

③   치의신보 선거관리규정 수정 및 이사회 상정 후 단독 기사화 

논의

2021년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석 : 마경화

내용 : 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②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방안

③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

정(안), 치료 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안) 등 논의

치과전문지 산행

참석 : 박태근

내용 : 치과전문지 남한산성 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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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보건복지부 신임 의료보장관리과장 면담

참석 : 박태근, 이창주

내용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 관련 논의

예방진료(비급여) 보장성 확대추진 방안 마련 간담회

참석 : 마경화

내용 :   예방진료 분야에서 건강보험 확대가 필요한 부분 등 관련 단체 

의견 청취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선 관련 공급자단체 간담회

참석 : 마경화

내용 : 환산지수 산출 모형(SGR 모형) 개선안 설명 및 논의 등

각 지부 치무이사 연석회의

참석 : 신인철, 이창주, 이민정

내용 : ① 치과보조인력 수급 확대 및 업무개선

②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따른 감축 요청

③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연착륙 지원

④ 치과의사 요양시설 역할 확대

⑤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⑥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행사 및 홍보 활성화

2021년 경북치대 치전원 동창회 정기총회

참석 : 박태근

내용 : 2021년 경북치대 치전원 동창회 정기총회 축사

중부권 치과의사회 CDC 2021 테이프커팅식

참석 : 박태근

내용 : 중부권 치과의사회 CDC 2021 테이프커팅식 축사

김우중 의료인상 시상식

참석 : 박태근, 홍수연

내용 : 김우중 의료인상 시상식 참석

제4차 제도발전협의체 회의

참석 : 마경화

내용 :   2022년 수가협상에 적용 할 SGR 산출모형 단기 개선안 논의 

및 의견수렴

기획위원회 업무협의

참석 : 강충규, 진승욱

내용 : 기획위원회 사업 개발 논의

치과전문지 간담회

참석 : 박태근

내용 : 치과전문지 간담회 진행

보훈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 이강운

내용 : 보훈심사위원회 회의 진행

제25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석 : 신인철

내용 : 비급여수가 공개방식 개선 대책 논의

7차 편집인 회의

참석 : 한진규

내용 : ① 치의신보 미션, 비전, 목표 설정 및 논의

② 기사, 영상, 광고 분야 미래발전 계획 수립 논의

202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 워크숍

참석 : 마경화

내용 :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공급자 단체 역할 논의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의

참석 : 김철환

내용 : 치과의사전문의 및 치과의사전공의 현황 관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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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특보단 단장과의 간담회

참석 : 박태근, 강충규, 강정훈, 진승욱

내용 : 치협 정책제안 4가지 검토의 건

지부장회의

참석 :   박태근, 강충규, 신인철, 홍수연, 김철환, 김현선, 마경화,  

장재완, 이민정, 강정훈, 이창주, 이민정, 이강운, 이진균,  

정국환, 윤정태, 한진규, 강경동, 송호택, 김수진, 김성훈,  

정휘석, 현종오, 이미연, 전양현, 진승욱, 최유성, 김민겸

내용 : ① 협회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② 불법 진료(위임 진료 등)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의 장 단점

④ 노조협약서 추진 로드맵 요구의 건

⑤ 선거기탁금 사용 및 선거공영제에 대한 건

⑥ 보수교육 관련 개선 요청의 건

⑦ 설 명절 선물 미납 대금의 건

구인구직 시스템 활성화 및 문제해결 업무협의

참석 : 박태근 협회장

내용 : 구인구직 시스템 활성화 및 문제해결 논의

경기지부 '경기도 구강보건 조례 재정 관련 토론회'

참석 : 박태근

내용 : 경기지부 '경기도 구강보건 조례 재정 관련 토론회' 축사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참석 : 박태근

내용 :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축사

2022 치과의료 정책포럼 업무협의

참석 : 진승욱

내용 : 2022년도 치과의료 정책포럼 논의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참석 : 김수진, 김성훈

내용 :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방향 논의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참석 : 마경화

내용 : ①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중장기입원(9~15일) 사례 인정여부 

외 21사례

②   아바스틴주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 신청 대상 기관 확대 

여부

③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사례 외 2사례

④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승인여부 외 395사례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개정안 관련 간담회

참석 : 김수진

내용 :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개정안 관련 논의

치과급여기준개선 간담회

참석 : 마경화

내용 : 임플란트 급여기준 등 논의

2022 개원성공 컨퍼런스 2차 준비회의

참석 : 홍수연, 이석곤

내용 :   2022 개원성공 컨퍼런스 최종 프로그램, 방역강화에 따른 행

사 진행 등 논의

총무 재무위원회 업무협의

참석 : 강정훈

내용 : 총무 재무위원회 현안 논의

2021년 제3차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

참석 : 마경화

내용 : 종별가산 상대가치점수화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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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회 의 치과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

참석 : 마경화

내용 : ①   실무검토위원회 회의 결과 (KDRG 효율적 운영을 위한 

MDC01(신경계) 시범검토 경과보고 외 1건)(보고안건)

②   실무검토위원회 회의 결과(KDRG 이원분류체계 운영방안)(

논의안건)

③   임상전문가 자문회의 결과(KDRG 질병군 개선 관련)(논의

안건)

④   행위목록 개정고시에 따른 질병군 반영 결과(입원환자분류

체계[KDRG]/외래환자분류체계[KOPG])(논의안건)

구인구직 활성화 TF 초도회의

참석 : 박태근, 신인철, 한진규, 정휘석

내용 : ① 업무분장 검토

② MOU 희망 업체와 실무회의 개최 검토

③  주요 업무 스케줄 및 내용 검토

8차 편집인 회의

참석 : 한진규

내용 : ① 신년교례회 및 치의신보 창간 55주년 기념식 개최 여부 논의

②   신년교례회 기념품 논의 및 치의신보 광고관리국 판촉용 기

념품 제작 검토

③ 치의신보 릴레이 수필상 상금 상향 조정 논의

④ 향후 업체 광고성 기사 게재 여부 논의

제3차 심사제도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 마경화

내용 : ‘21년 심사발전계획 이행실적 및 ’22년 심사발전계획(안) 논의 등

전북지부 보험위원회 연석회의

참석 : 김수진

내용 : ① 협회 보험위원회 업무 설명

② CBCT, 치은절제술 민원사례 발표

③ 전북지부 보험위원 의견 수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참석 : 마경화

내용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진행

DUR 실무협의회

참석 : 마경화

내용 : 2021년 DUR 운영현황 및 DUR 실무현안 공유 등

비급여 공개 관련 실무회의

참석 : 박태근, 신인철, 이창주

내용 : 비급여수가 관련 사항 논의

2021년 제1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참석 : 김수진

내용 : ①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서선영상진단[정량](결정신청)

② 장애인치과진료 전신마취 급여 적용 개선 관련 논의 등.

③ 보행치료(로봇보조 보행치료)(조정신청)

④ 비침습 연속적 총 헤모글로빈 모니터링 외 3항목(직권결정)

⑤    기타 검사-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역전사이중증합효소

연쇄반응] 외 7항목(직권조정)

⑥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검토결과 보고(보고안건)



대한치과의사협회지 학술원고 투고 규정

1. 원고의 성격 및 종류 

치의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저, 임상 증례보고, 종설 등으로 
하며 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과 협회지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투고한다.

2. 원고의 게재
 
원고의 게재 여부와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개정을 권유하거나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국내와 
외국학술지에 이미 게재 된 동일한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원고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원저자에게 있다.

3. 원고의 제출  

본지의 투고규정에 맞추어 원고를 온라인 논문 투고 사이트에 접수한다. 
제출된 원고의 내용은 저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협회지 발간 및 원고 접수 

본지는 연 12회 매월 발간하며,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5. 원고의 심의 

투고된 모든 원고는 저자의 소속과 이름을 비공개로, 게재의 적합성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한 해당분야 전문가 3인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저자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저자가 편집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할 경우 원고를 수정 
또는 보완한 다음 수정 또는 보완된 내용을 기술한 답변서, 이전본과 수정본 
모두를 편집위원회로 보낸다. 편집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거친 다음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결과 재심사 요망의 판정이 2회 반복되면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6. 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에서는 원고 송부와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 
중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 
하지 않는다.

7. 저작권  

저작권과 관련해 논문의 내용, 도표 및 그림에 관한 모든 출판 소유권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가진다. 모든 저자는 이에 대한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원고의 저작권이 협회로 이양될 때 저자가 논문의 
게재를 승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8. 윤리규정

 1)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①   게재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인체 실험의 윤리성을 검토하는 

기관 또는 지역 “임상시험윤리위원회”와 헬싱키 선언의 윤리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연구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사육과 사용에 관련된 
기관 또는 국가연구위원회의 법률을 지켜야 하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한다.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서면동의서 및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대상자의 얼굴 사진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눈을 가리며 
방사선 촬영 사진 등에서 연구대상자의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눈을 가릴 수 없는 경우는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 
게재할 수 있다. 

 2)   위조, 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와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자료의 부적절한 
중복사용 등이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3) 투고 및 게재 논문은 원저에 한한다. 
①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②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회원은 본 학회지에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기타 관련 사항은 협회지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한다.  



9. 원고 작성 요령  

1)   원고는 A4 용지에 상, 하, 좌, 우 모두 3cm 여분을 두고 10point 크기의 
글자를 이용하여 두 줄 간격으로 작성한다. 

2) 사용언어 
① 원고는 한글 혹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글 원고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작성하며 모든 학술용어는 2005년 

대한치의학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발간한 (영한 한영) 
치의학용어집, 2001년 대한의사협회에서 발간된 넷째판 
의학용어집과 2005년 발간된 필수의학용어집에 수록된 용어를 
사용한다.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용어, 고유명사, 약품명 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번역어의 의미 전달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 소괄호 속에 원어를 같이 쓰고 
다음에는 번역어를 쓴다. 

③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 대소문자 구별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고유명사, 
지명, 인명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고 그 외에는 소문자로 기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고에 일정 용어가 반복 사용되는 경우 약자를 쓸 수 있으며 약자를 
사용하는 경우,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 소괄호안에 약자를 같이 쓰고 
다음에는 약자를 쓴다. 

⑤ 계측치의 단위는 SI단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를 사용한다. 
⑥ 원고는 간추림부터 시작하여 쪽수를 아래쪽 바닥에 표시한다. 

3) 원고 
원고의 순서는 표지, 간추림,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표 (Table), 고찰, 
참고문헌, 그림설명, 그림, 영문초록의 순서로 독립하여 구성한다. 
영어논문인 경우에는 Title, Authors and name of institution, Abstract,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Table, Discussion, 
References, Legends for figures, Figures, Korean abstract 의 순서로 
구성한다. 본문에서 아래 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의 순서로 사용한다. 
    예) 재료 및 방법 

1, 2, 3, 4 
1), 2), 3), 4)
(1), (2), (3), (4)
a, b, c, d 

4) 표지 
표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①   논문의 제목은 한글 50자 이내로 하며 영문의 대문자를 꼭 써야할 경우가 

아니면 소문자를 사용한다. 논문의 제목은 간결하면서도 논문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약자의 사용은 피한다. 

②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와 논문작성에 참여한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고 저자명 사이를 쉼표로 구분한다. 소속이 다른 
저자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각의 소속을 제 1저자, 공저자의 순으로 
표기하여 뒤쪽 어깨번호로 구분한다. 저자의 소속은 대학교, 대학, 학과, 
연구소의 순서로 쓰고, 소속이 다른 저자들이 포함된 경우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기관을 먼저 기록하고 그 이외의 기관은 저자의 어깨번호 

순서에 따라 앞쪽 어깨 번호를 하고 소속기관을 표기한다. 간추린 제목 
(running title)은 한글 20자, 영문 10단어 이내로 한다. 

③ 논문제목, 저자와 소속은 가운데 배열로 표기한다. 
④   아래쪽에는 연구진을 대표하고 원고에 대해 최종책임을 지는 교신저자의 

성명을 쓰고 소괄호속에 교신저자의 소속과 전자우편주소를 기술한다. 
필요한 경우 연구비수혜, 학회발표, 감사문구 등 공지사항을 기술할 수 
있다.

5) 초록
초록은 국문초록과 영문초록 2가지 종류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문초록은 
한글 500자 이내, 영문초록은 250 영어 단어 이내로 간결하게 작성한다. 
연구의 목적, 재료 및 방법, 결과와 결론을 간단  명료하게 4개 문단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구체적 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약자의 사용이나 문헌은 
인용할 수 없다. 간추림의 아래에는 7단어 이내의 찾아보기 낱말을 
기재한다.
6) 본문 

① 서론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며 배경에 관한 
기술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을 분명히 기술하여야 한다. 논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적 사항은 피하여야 한다. 

② 재료 및 방법 
연구의 계획, 재료 (대상)와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한다. 실험방법은 
재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자료의 수집과정, 분석방법과 치우침 
(bias)의 조절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재료 및 방법에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하고, 장비, 시약 및 약품은 
소괄호 안에 제품명, 제조회사, 도시 및 국적을 명기한다. 

③ 결과 
연구결과는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나열하며, 실험인 경우 실측치에 
변동이 많은 생물학적 계측에서는 통계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표
(Table)를 사용할 경우에는 논문에 표의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 않으며, 
중요한 경향 및 요점을 기술한다. 

④ 고찰 
고찰에서는 역사적, 교과서적인 내용, 연구목적과 결과에 관계없는 
내용은 가능한 한 줄이고, 새롭고 중요한 관찰 소견을 강조하며, 
결과의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 않는다. 관찰된 소견의 의미 및 제한점을 
기술하고, 결론 유도과정에서 필요한 다른 논문의 내용을 저자의 
결과와 비교하여 기술한다. 

⑤ 참고문헌 
a.   참고문헌은 50개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한다. 기록된 참고문헌은 
반드시 본문에 인용되어야 한다. 참고문헌은 인용된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순서를 정하여 차례로 작성한다. 영어논문이 아닌 
경우 기술된 문헌의 마지막에 소괄호를 이용하여 사용된 언어를 
표기 한다. 

b.   원고에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본문 중 저자명이 나올 경우 
저자의 성을 영문으로 쓰고 소괄호속에 발행년도를 표시하며, 문장 
중간이나 끝에 별도로 표시할 때에는 쉼표나 마침표 뒤에 어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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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붙인다. 참고문헌이 두 개 이상일 때에는 소괄호속에 “ , ”으로 
구분하고 발행년도 순으로 기재한다. 저자와 발행년도가 같은 2개 
이상의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발행년도 표시뒤에 월별 발행 순으로 
영문 알파벳 소문자 (a, b, c, ....) 를 첨부한다. 

c.   참고문헌의 저자명은 한국인은 성과 이름, 외국인은 성과 이름, 
외국인은 성 뒤에 이름의 첫 자를 대문자로 쓴다. 정기학술지의 
경우 저자명, 제목, 정기간행물명 (단행본명), 발행연도, 권, 호, 
페이지 순으로 기록한다.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저서명, 판수, 
출판사명, 인용부분의 시작과 끝 쪽수 그리고 발행년도의 순으로 
기술한다. 학위논문은 저자명, 학위논문명, 발행기관명 그리고 
발행년도 순으로 한다. 참고문헌의 저자는 모두 기재하며 저자의 
성명은 성의 첫자를 대문자로 하여 모두 쓰고, 이름은 첫문자만 
대문자로 연속하여 표시한다. 이름사이에는 쉼표를 쓴다. 
논문제목은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학명이외에는 이탤릭체를 쓰지 
않는다.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 등재 학술지의 경우 
해당 약자를 사용하고, 비등재학술지는 그 학술지에서 정한 
고유약자를 쓰며 없는 경우에는 학술지명 전체를 기재한다. 
기술양식은 아래의 예와 같다. 

d. 정기학술지 논문
Howell TH. Chemotherapheutic agents as adjuncts in the 
treatmenr of periodontal disease. Curr Opin Dent 
1991;1(1):81-86 정유지, 이용무, 한수부. 비외과적 치주치료: 
기계적 치주치료. 대한치주과학회지 2003;33(2):321-329

e. 단행본 
Lindhe J, Lang NP, Karring T. Clinical periodontology and 
implant dentistry. 4th edition. Blackwell Munksgarrd. 2008. 
대한치주과학교수협의회. 치주과학. 제4판. 군자출판사. 2004.

f. 학위논문 
SeoYK : Effects of ischemic preconditioning on the 
phosphorylation of Akt and the expression of SOD-1 in the 
ischemic-reperfused skeletal muscles of rats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2004.

⑥ 표 (table) 
a.   표는 영문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하며 표의 제목을 명료하게 절 

혹은 구의 형태로 기술한다. 문장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한다. 
b.   분량은 4줄 이상의 자료를 포함하며 전체내용이 1쪽을 넘지 

않는다. 
c.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d.   약자를 사용할 때는 해당표의 하단에 알파벳 순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e.   기호를 사용할 때는 *, †, ‡, §, .., ¶, **, ††, ‡‡의 순으로 하며 

이를 하단 각 주에 설명한다. 
f.   표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독자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g.   표를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Table 1, Table 2, Table 3 이라고 

기재한다. 

h. 이미 출간된 논문의 표와 동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⑦ 그림 및 사진 설명 

a. 본문에 인용된 순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붙인다. 
    예) Fig. 1, Fig. 2, Fig. 3, ..... 
b. 별지에 영문으로 기술하며 구나 절이 아닌 문장형태로 기술한다. 
c. 현미경 사진의 경우 염색법과 배율을 기록한다. 

⑧ 그림 및 사진 (Figure) 
a. 사진의 크기는 최대 175×23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b.   동일번호에서 2개 이상의 그림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 

이후에 알파벳 글자를 기입하여 표시한다 (예: Fig. 1a, Fig. 1b) 
c.   화살표나 문자를 사진에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의 제거가 

가능하도록 인화된 사진에 직접 붙인다. 
d.   그림을 본문에서 인용할 때에는 Fig. 1, Fig. 2, Fig.3, ... 라고 

기재한다. 
e.   칼라 사진은 저자의 요청에 의하여 칼라로 인쇄될 수 있으며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⑨ 영문초록 (Abstract) 

a.   영문초록의 영문 제목은 30 단어 이내로 하고 영문 저자명은 
이름과 성의 순서로 첫 자를 대문자로 쓰고 이름 사이에는 
하이픈“-”을 사용한다. 저자가 여러명일 경우 저자명은 쉼표로 
구분한다. 저자의 소속은 학과, 대학, 대학교의 순서로 기재하며 
주소는 쓰지 않는다. 제목, 저자와 소속의 기재방법은 한글의 
경우와 같다. 

b.   영문초록의 내용은 600 단어 이내로 작성하며 논문의 목적, 재료 및 
방법, 결과와 결론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4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간결하게 작성한다. 각 문단에서는 줄을 바꾸지 말고 한 단락의 
서술형으로 기술한다. 영문초록 아래쪽에는 7단어 이내의 주제어 
(keyword)를 영문으로 기재하며 각 단어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이때 주제어는 Index Medicus 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영문초록의 아래에는 교신저자 명을 소괄호속의 
소속과 함께 쓰고 E-mail 주소를 쓴다. 

⑩ 기타 
a.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b. 개정된 투고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첫 장의 하단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11. 원저의 게재 및 별책 제작

원저의 저자는 원고게재에 소요되는 제작실비와 별책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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