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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perceptions regarding preventive dental services
among dental professionals.
Method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ree groups of dental professionals―dentists,
dental hygienists, and dental hygienists that specialized in preventive service―who were selected
using 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Results: First, there was limited awareness among dentists regarding the need for preventive care,
because of the treatment-oriented philosophy and scarcity of preventive care success models.
Second, dental hygienists commented that there was a lack of the person in charge and systematic process for preventive services. It would not help when they decided to change working place
even though they had high anxiety working for preventive care. However, both these professionals
agreed that preventive treatment is important as the core of care and that it was important to develop various improvement methods to promote preventive services.
Conclusions: To activate preventive services in dental clinics,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operating
system and encourage dental professionals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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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고, 치과에 내원하는 국민이 2020년 외래진료 기준 2,200만

서 론

명을 넘어서고 있다2). 이러한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을 치료하지 않고

최근 세계치과의사연맹(FDI, World Dental Federation)은 ‘Vi-

방치하였을 경우 치아 상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저작 불편뿐만

sion 2030’을 통해 구강건강은 건강(health)과 신체적, 정신적 안녕

아니라 영양공급, 더 나아가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well-being)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

있다3,4). 구강위생이 잘 관리되지 않은 당뇨병 환자의 경우 치주질환으

친다고 하였다 .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구강질환이 만연해있으며

로 인해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5), 치주질환자에서 심혈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치은염·치주질환

관계 질환(Cardiovascular disease, CVD)의 발생 위험이 34%가량 유

과 치아우식증이 외래진료 기준 다빈도 질병 1위, 4위로 발생 빈도가

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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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6,7).

2. 연구 방법

이렇듯 전신 건강에도 중요한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서
는 계속 구강 건강관리를 통한 예방적 진료가 선행되어야 한다8). 하지

2.1. 자료수집 및 절차

만 현실에서는 예방과 검진을 목적으로 치과에 내원하는 경우는 10%

자료수집은 2018년 7월 20일에서 2018년 8월 17일까지 진행

정도에 불과하며, 주로 구강질환이 발생한 후 통증 치유와 수복을 위

되었으며, 연구 수행 전 경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KH-

한 치료 목적으로 치과를 내원해 구강병 조기 치료 및 예방 진료는 아

SIRB-17-095)을 받아 진행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진행 전 연구 참

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9). 최근 치아홈메우기 급여화, 아동치과주

여자에게 연구의 배경과 취지에 관해 설명하고, 익명성의 보장과 언제

치의 시범사업10)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예방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

든지 자발적으로 중단할 수 있음을 전달하고 모든 절차에 앞서 동의를

11)

나 대상·연령의 제한으로 더 큰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 특히 구강

구한 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의료진 11명을 대상으로 반 구조 설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문지 기반 그룹별 대면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담자료는 예비조사

는 치료보다 예방중심,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구

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반 구조화된 형태로 구

12)

성하였다15). 면담자료의 구성은 의료진 중 치과의사 대상 직장 내 역

강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이러한 예방중심의 구강 건강관리 프로그램에서 치과 전문인력
13)

할 2문항, 예방 진료 인식도 4문항(예방 진료 필요도, 예방 진료 중요

인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 이들은 프로그

도, 예방 진료 참여도, 예방 진료 활성화), 직업적 미래 및 진료 철학 2

램을 기획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환자들의 의견을 수렴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치과위생사 대상 직장 내 역할 2문항, 예방 진

14)

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따라서 이

료 인식도 4문항, 직업적 미래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심층 면접은 피

러한 예방중심의 구강 건강관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

면담자의 질문에 따라 연속선상의 질문으로 진행을 하였다. 모든 면접

인력 확보와 교육을 위해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 전문인력의 예

내용은 녹취 후 전사(transcription)하였으며, 전사 자료의 타당도를

방에 대한 의견을 파악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이들의 예방 치과 처치에

높이기 위해 녹취자료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검토하였다.

대한 의견을 분석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차 의료기관인 개원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2.2 자료 분석

임상 예방 진료 프로그램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도 파악을 통해 예방중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

심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

론 방법(Grounded theory)으로 분석하였다16). 근거이론은 연구대상

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자가 경험한 사건 또는 현상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총체적·심층적으
로 풍부하게 이해 및 해석할 방법으로, 모든 범주를 통합하여 그 현상
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다. 근거이론 방법에서의 자료 분석은 코

연구대상 및 방법

딩을 의미하며, 개방 코딩을 통한 자료 분해 후 개념화, 범주화 후 축
코딩을 통해 분해한 자료들을 하나의 범주를 중심으로 재조합하는 과

1. 연구대상
초점집단면접의 연구대상은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 내용

정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선택 코딩을 통하여 범주들을 통합하고 정련

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대상자를 표집으로 조사하는 의도적 표집

하여 치과 예방 진료 시 의료진이 경험한 내용 중 가장 중심이 되는 현

법(purposive sampling)을 활용하여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1차로 현

상을 선정하였다. 이 중심 현상을 더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재 예방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개원경력 10년 이상의 치과병원 중에서

범주와 인과적 조건을 파악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패러

부산시에 있는 3곳을 선정하였다. 2차로 해당 치과병원에서 근무하고

다임 모형은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맥락적 조건(context),

있는 치과 전문인력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치과

중심 현상(cental phenomena),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

의사 15명, 치과위생사는 117명이었다. 3차로 해당 치과병원 치과 전문

tion),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y), 결과(con-

인력 중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일반, 예방 전담)로 구분하여 해당 주제에

sequence)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현상에 대해 더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원자를 모집하여 최종적으로 치과의사 4

체계적이고,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다(Fig. 1). 심층 면접에 참여한 대

명, 치과위생사 7명(일반 3명, 예방 전담 4명)에게 면접을 진행하였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통계 분석은 SPSS (IBM Corp. Released

Contextual conditions

Causal conditions

Phenomenon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Intervening conditions

Consequences

Fig. 1. Paradigm model of Strauss and
Cor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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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5.0. Armonk,

“다른 병원에 없는 예방과가 있어서 좋기는 한데, 예방과에 원장님

NY: IBM Cor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이 안 계시다보니 추가적인 진료는 다른 과에 예약을 잡아드려야 해서
진료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 (예방 전담 치과위생사 1)

연구 성적
“원장님은 계속 보지만 스텝은 매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1. 초점집단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약한 것 같아요.” (치과위생사 3)

대상자는 치과의사 4명, 치과위생사 7명(일반 3명, 예방 전담 4명)
으로 총 11명이었다. 이들의 전체 근속 연수는 치과의사 16.25년, 치
과위생사 10.71년이었고, 현 치과 근속 연수는 치과의사 12.75년, 치

“예방과 자체의 매출 성과가 있어야 하고, 존재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방 전담 치과위생사 3)

과위생사 7.43년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치과 예방 진료에 대한 범주별 중심 현상 추출
수집된 자료를 개방 코딩의 과정을 거쳐 범주화한 결과, 6개의 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N=11)

주, 20개의 하위범주, 102개의 경험자료/현상 코드가 도출되었다. 의
미 있는 진술을 공통으로 묶은 6개의 범주는 원활도 11개 코드, 서비
스 제공자 측 방해요인 23개 코드, 서비스 수요자 측 방해요인 17개 코
드, 중요성 18개 코드, 개선방안 22개 코드, 활성화 11개 코드로 나타

Occupation
Dentists (3)
Mean±SD

났다(Table 2).

2.1. 낮은 예방 진료 원활도
면접에 참여한 의료진은 치과 예방 진료가 운영 지속의 어려움, 전
담 의료진의 부족, 수익 창출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한 괴리

Dental hygienists (7)
Mean±SD
General

감 등으로 인하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초반에는 열정적으로 참여했는데, 프로세스가 계속 변하면서 직

Special charge in
preventive care

원들에게는 힘들었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치과위생사 2)

Working year
in total

Working year
in study clinic

16.25±4.99
09
17
20
19

12.75±4.78
06
15
17
13

Male
Male
Male
Male

10.71±6.90
11
11
10
09
05
04
25

7.43±3.60
11
11
10
09
03
04
04

Female
Female
Female
Female
Female
Female
Female

Gender

Table 2. Categories of preventive dental service

Sub-category
Difficulty in continuous preventive service operation (6)
Lack of dedicated preventive service staff (4)
The gap between revenue generation and dental preventive service (1)
The philosophy focused on treatment rather than prevention (4)
Lack of dental preventive service representative (5)
Low satisfaction with preventive dental service (3)
Lack of success model with preventive dental services (2)
Poor systematic process of preventive dental services (5)
Non-help for working career in a preventive service team (3)
Low awareness of dental preventive service (8)
Less visible effects than treatment (5)
Lack of time to communicate (1)
Relatively low demand for preventive dental services (3)
Effect of preventive service (8)
Satisfaction (10)
Improving awareness of dental preventive service (2)
Development and supplementation of dental preventive service programs (4)
Securing of dedicated personnel for preventive service (5)
Devise appropriate cost (2)
Educating staff and patients and building intimacy (9)
Activation of preventive dental services (11)

Category

Paradigm

Activity (11)

Low activity of
preventive dental services

Problems of
dental professionals (23)

Obstacles of dental professionals to
participate in
preventive dental services

Problems of patients (17)

Obstacles of patients to
participate in
preventive dental services

Importance (18)

The essential importance of
preventive service in dentistry
Activation plan of
preventive dental service

Improvement (22)

Increase activity of preventive dent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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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의 방해요인
(1) 치과의사: 예방보다 치료 중심의 진료 철학

경력이 이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
었다.

치과 전문인력 중 치과의사는 치료적 관점에서의 접근, 이로 인한
예방 진료에 대한 낮은 사명감과 만족감 등으로 자신의 직업적 미래로
서의 예방 진료에 대하여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1년 차부터 예방과에 있다보니 일반과에 대한 경험이 없어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예방 전담 치과위생사 1)

“기본적으로 저한테 예방은... 재미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치료자적 관점에서 보면, 의사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인데... 관

“아직 연차가 적어서 지식이나 일반진료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부분
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예방 전담 치과위생사 2)

리를 잘한다고 명의로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치과의사 4)

2.3. 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의 방해요인
(1) 치료보다 가시적인 효과가 작은 예방 진료
치과 예방 진료의 특성상 치료보다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고, 짧은

“예방이라는 주제로 사업을 할 의사가 있는가? 굳이 제가 찾아서
하고 싶진 않아요.” (치과의사 1)

진료 시간 내에 의사소통이 중요한 예방 진료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점 등이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치과의사: 예방 진료 성공모델의 희소성
치과의사에게 예방 진료로 성공 및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많지

“치과를 방문했을 때 기대하는 것이 이미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않아 치과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이 아니라 이가 없는 것을 해 넣고, 아픈 것을 해결하려는 기대치가 있

다.

는데… 예방관리로 갔을 때는 뜨뜻미지근하죠.” (치과의사 3)
“많은 사람이 선뜻 시도하기 어렵기에 성공모델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과의사 1)

“시스템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환자들한테 설명하기가) 힘
들지만, 예방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보완되면 좋겠
어요. ” (치과위생사 1)

“치과는 봉사단체가 아니니깐...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과정이 있습니

(2)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요구도

다.” (치과의사 2)

대상자들이 효과가 단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아 필요성에 대한 동
의 정도가 낮고, 예방 진료를 치료 후 관리 정도로 국한하여 인식하여

“개원의가 병원을 운영하는데, 인구는 줄고, 노령화로 신환도 줄

참여에 대한 적극성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경영도 악화되고 있는데” (치과의사 3)
“예방치료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재동의율이 높지 않다고 생
(3) 치과위생사: 체계적인 예방 진료시스템의 부재

각합니다.” (치과의사 1)

치과 전문인력 중 치과위생사는 예방 진료 담당자의 부재, 체계적
“환자분들이 예방이 꼭 필요하나? 다시 묻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인 프로세스의 부족 등을 경험하여 예방 진료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

방 전담 치과위생사 2)

다.
“예방 담당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8층은 원장님이 예방에 관

“(예방치료를 권유하면) 환자들도 불만이 있어 하는 분위기가 보이

심 있어 하시지만 다른 층은 그렇지 않아요.” (치과위생사 1)

니까, 싫다고 직접 이야기하는 때도 있고.” (치과위생사 2)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정비되면 될 것 같은데...” (예방 전담 치과
위생사 3)

요.” (치과위생사 3)

“환자분에게 가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방치료에 대한)
인센티브로 (가치 전달이) 왜곡될 수 있어서..” (예방 전담 치과위생사
2)

“본인 스스로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동의가 어려워

2.4. 예방 진료의 중요성
하지만 위의 문제점 및 방해요인에도 불구하고, 치과 의료진들은
여전히 예방 진료가 의미 있고, 중요한 진료 중의 하나라고 응답하였
다.

(4) 치과위생사: 예방 진료가 경력이 되지 못하는 현실
치과위생사의 경우 이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방 진료의

“실적으로 예방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예방만 본다면

경우 주로 경력이 낮은 신입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치료를 시작했다면 완벽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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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질병에 걸리기 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치과의사 4)

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해서 좋은 결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 것 같아요.” (예방 전담 치과위생사 3)

“의료인에게 있어서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치과의사 3)

2.6. 치과 예방 진료의 활성화
치과 전문인력은 위의 개선방안을 통해 만족도가 높은 예방 진료

“개인의 식습관, 생활 습관, 직업 등에 알맞은 관리법을 교육해드

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였다.

리고, 환자가 알고 삶에서 변화를 느끼실 때 예방 진료의 중요성에 대
해 느끼게 됩니다.” (예방 전담 치과위생사 1)

“저도 환자분이 통증을 해소해서 만족해하고, 가족에 사돈까지 진
료를 맡겨주실 때, 진료에서는 풀케이스 잘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구강이 좋지 않은 환자분들은 한 명이 전담을 맡아 연간 관리를
하는데, 이런 경우 좋아지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또한 정기적으

모두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만족합니다. ” (치과

의사 1)

로 예방 진료를 받으시다가 안 오시는 분 중에 치조골이 흡수된 경우
도 있어서... 이런 걸 볼 때 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예방 전담 치과위생사 2)

“초기에는 예방 후 관리가 잘 되는 경우가 그랬고, 지금은 믿고 계
속 따라오시면서 당연히 예방 진료를 받으려고 하실 때…” (예방 전담
치과위생사 2)

2.5. 개선방안
따라서 치과 전문인력은 이러한 치과 예방 진료의 문제점을 극복

“저는 예방과 초기 멤버인데… 지금까지도 환자분이 오시는 경우

하고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에… 나가실 때마다 90도 인사를 하는 분도 계세요. 태어나서 처음으

및 보완, 전담 인력의 확보, 적절한 비용 책정, 대상자 맞춤형 교육방법

로 칫솔질법을 배웠다고… 엄마도 안 가르쳐주셨다고 하면서 고맙다

개발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고 할 때, 최근에는 저한테 배운 칫솔질법이나 치간 칫솔질법을 가족

(1) 인식 개선
“당장 환자가 오면 초진 진단을 내리고, 앞으로 진료를 생각할 때

이나 회사 동료들에게 전파해주시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예방 전담
치과위생사 3)

상실 치아가 어디 있나, 치아가 어디 상했나를 먼저 보니깐… 나의 시
선이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치과의사 1)

“앞으로도 계속 예방 진료를 하고 싶어요. 지금도 저도 만족스럽고
환자도 만족스러워하기 때문이죠. 환자에게 주도적인 진료를 할 수 있

(2)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완

어서 좋아요.” (치과위생사 4)

“현재로서는 치주 관련해서 2가지 프로그램밖에 없어서… 증상이
나 연령 등에 따른 예방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방 전담 치과위생사 3)

3. 치과 예방 진료 활성화를 위한 패러다임 모형 개발
치과 예방 진료 활성화에 대하여 치과 의료진의 관점에서 도출된
각 범주들간의 관계를 연결하여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 현상,

(3) 전담인력의 확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흐름을 기술하였으며, 패러

“병원에서 예방업무를 하는 사람이 전체 6개과 85명 직원 중 2명

다임 모형은 다음과 같다(Fig. 2). 치과 예방 진료에 대한 중심 현상은

입니다. 6, 7층의 진료과 환자분들과는 contact이 이루어지기도 하지

치과 예방 진료의 낮은 원활도였다. 현재 대부분의 개원가에서는 예방

만 그 외의 층에서는 예방과나 예방 담당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전

프로세스나 운영방침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예방 진료 운영

담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과의사 1)

시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며, 전담 의료진의 부족과 수익 창출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한 괴리감 등으로 인해 예방 진료가 원활

(4) 적절한 비용 책정

하게 도입 및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적 조건은 서

“저는 비용이 다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어

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보았을 때 치과의사의 경우 예방 진료 성공모델

서 조금은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방 전담

의 부재, 치과위생사의 경우 체계적이지 못한 예방 진료시스템이었으

치과위생사 2)

며, 서비스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예방 진료가 치료보다 가시적인 효과
가 작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요구도로 나타났다. 맥

(5) 대상자 맞춤형 교육방법 개발

락적 조건으로는 치과의사의 경우 치료 중심의 진료 철학, 치과위생사

“시각적인 것에 민감하세요. 그래서 위상차현미경으로 눈에 보이

의 경우 예방 진료가 이직 시 경력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예방 진료가

는 세균 검사, 의뢰하여 보여줄 수 있는 수치화된 세균 검사를 시행해

원활하게 수행되는데 방해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예방 진

서 환자 스스로 동기유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치과위생사 4)

료에 자체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이러한 요인이
중재적 조건으로 중심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예방은 치아나 구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관리하는 것

이를 바탕으로 예방 진료의 낮은 원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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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al conditions
- Poor systematic process
- Lack of successful model
- Less visible effects
- Low demand for service
Contextual conditions

Phenomenon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Consequences

Low activity for preventive
dental service

Activation plan for
preventive dental services

Increase activity of
preventive dental service

The philosophy focused
on treatment

Intervening conditions
The essential importance
of prevention

Non-help for working career
in a preventive service team

Fig. 2. Paradigm model to increase activity of preventive dental service.

화 방안들이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도출되었고, 이러한 전략을 실제
임상가에 적용하면 치과 예방 진료에 대한 원활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

의 예방 진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치과 의료진 심층 면접 결과, 치과 예방 진료에 대
한 중심 현상은 낮은 예방 진료 원활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낮은 원활

상되었다.

도의 원인으로 작용한 인과적 조건은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의 방해
요인으로 먼저 치과의사의 경우 예방 진료보다는 치료 중심의 진료 철

고 안

학으로 인한 예방 진료에 대한 낮은 사명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
최근 보건 의료계는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 위주의 의료서

며, 예방 진료 성공모델의 희소성으로 인해 낮은 인식도를 보이는 것

비스가 중요한 형태로 떠오르고 있으며, 현대 의학 및 치의학 흐름이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치료 중심의 진료 철학은 한국뿐 아니라 영국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만성질환 관리를

의 치과의사 진료 철학에 관한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person-centered

치과의사는 수복 치료 중심으로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방 진료에

care)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람 중심의 의료서

관한 관심 및 교육률이 낮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19). 치

비스라는 용어는 1960년대 심리학 분야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1970

과위생사의 경우 체계적인 예방 진료시스템과 담당자의 부재로 인해

년대에 들어 기존 생의학적 모형에 환자 중심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

예방 진료 운영 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이직 시에도 예방 진

념이 포함된 건강의 생태 심리·사회적 모형(biopsychosocial model)

료 경험이 자신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의 중요성이 강조된 이후 선진국의 의료서비스에 적용되며 만성질환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은 치과 진료

17)

관리에 효과적인 모형으로 제시되었다 . 사람 중심의 의료서비스에

서비스 관련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치과의료 환경이 체계

서 의료인은 이용자와 함께 치료 계획을 구상하며, 이용자들이 스스

적인 진료시스템이 아닌 치과의사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선호도 등에

로 건강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자신감

따라 큰 편차를 보여 치과위생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이 있다는 본 연

(confidence)을 제공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존엄성을 가지고 열정적으

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20). 중심 현상을 가중하는 맥락적 조건은

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궁극적으로 사람이 주체가 된

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의 방해요인으로 예방 진료의 특성상 치료보

18)

건강증진 및 예방 위주의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 하지만 현실에

다 효과가 단기간에 발생하지 않고 가시적이지 않다는 점과 예방 진료

서의 국민은 여전히 다빈도 10대 만성질환에 속하는 치아우식증과 치

를 치료 후 관리 정도로 국한하는 인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서

2)

주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

비스의 요구도를 보이고 있었으며21-25),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인 예방 진료 프로그램 역시 구강 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예방 진료를 진행하기에는 짧은 진료 시간이 예방 진료 원활도에 영향

구강검진 등으로 주로 보건소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국한되어 일부 제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되므로 인해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적 차

그런데도 예방 진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해당 요인이 중재

원으로 치과주치의 사업10)을 통해 민간기관에서도 예방 서비스가 제

적 조건으로 나타났는데, 예방 자체로서의 의미와 예방 실천을 통한

공되고 있으나 대상 및 연령이 한정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

대상자의 구강건강 변화와 개선이 예방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

는 개원가를 통한 임상 예방 진료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 현상을 조절할 수 있는 작용/상호작

는 실제로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의견을 근거이론 방법

용 전략으로는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grounded theory)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 및 이해하여 예방 진료의

도출되었다. 먼저 예방 진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치과 의료진의 인식

필요성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통한 개선방안

개선을 통한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치과의사는 치과 경영자

을 모색해 국민이 자연치아를 오랫동안 아프지 않게 사용하여 구강건

로서 자신의 진료 철학에 따라 진료 방향과 예방 진료 여부 등을 결정

강을 증진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원가 중심

할 수 있고, 치과위생사의 예방업무 수행 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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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26), 치과의사들에게 예방 진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생사는 체계적이지 못한 예방 진료시스템과 이직 시 예방 진료 경험이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뿐만 아니라 예방의 실천을 통한

자신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인식도에 영

환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은 환자의 진료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예방 진료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

27)

줄 수 있으며 , 추후 이어지는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

고 다양한 개선방안의 모색을 통해 예방 진료의 활성화를 기대하였다.

상자의 관점에서 구강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성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개원가에서 예방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예방 진료시스템을 명확하게 구축

는 예방 진료 운영 주체와 대상자의 인식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생애주기별 구강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드러

유도와 발생한 문제점들을 고찰하여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속적

남에 따라 시기별, 대상자별 맞춤형 관리법의 개발이 필요하므로 내원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원가에서 예방 진료가

자 맞춤 전담 관리 인력을 확보하여 예방관리의 연속성 확보와 전문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을 확립시켜야 한다28). 또한 예방 진료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하
여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진료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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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예방 진료 인식 개
선을 위하여 구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스스로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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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편의표본추출법에 따라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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