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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국문명 영문명 설명

1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 tion

technology (ICT)

정보기술의 확장형으로 통합의사소

통 역할과 원거리 통신을 통한 전사

적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시스템을

총괄하는 용어이다.

2 당사자 간 Inter-participants

장애인, 보호자, 구강진료 공급자의

참여를 의미하며, 전문직 간 관계

(inter-professional) 그리고 환자 간

(inter-patients)의 참여를 모두 포괄

한 용어임.

3 전문직 간 관계
Inter-professional

relations

구강보건진료 공급자인 치과의사, 치

과위생사를 포함한 전문직종 간 참

여를 의미함.

4 의사소통 시스템
Communication

system

장애인, 보호자, 구강진료 공급자 간

의사 소통하는데 필요한 매개체로

전달자와 수신자 사이의 정보 전환

과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매

개체가 되는 역할을 함.

5 현장치과위생사
On-site dental

hygienist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제공에

서 상담, 방문구강건강관리, 지원사

업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치과

위생사

6 원격 지도치과의사 Off-site dentist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제공에

서 정밀구강검사, 방문구강건강관리,

현장치과위생사 업무지시 등을 수행

하는 치과의사

7 장애인치과주치의 On-site dentist

지역사회 개원의로 일차 장애인 구

강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이며,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장애인

에게 구강보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

는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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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ICT 기반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모델에서

치과위생사의 역량 개발

이 재 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과학과 예방치과학전공

(지도교수 : 진 보 형)

1. 목 적

이 연구의 목적은 ICT 기반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검토하여, 장애인 구강보건진료발전을 위한 치과위생사

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방 법

ICT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에서 치과위생사 역할 정의와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수행을 위해 필요한 치과위생사 역량을 도출하였다.

더블다이아몬드 프레임 방법을 통하여 치과위생사 역할이 부여된 ICT 기반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 고안과 타당도 평가를 수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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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경영컨설팅, 공급자심층면접 질적분석,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치과위생사

역할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수행에 요구되는

치과위생사 역량 평가와 치위생교육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하여 장애인

구강보건진료 전문가 13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치과위생사 역량 기준으로 연역적 방법을 통하여 전문가들이 추구하는

치과위생사 역량에 대한 모델링을 하였다.

3. 결 과

수요자와 공급자 대상 요구도 조사로 비즈니스모델링을 수행하였고, 도출된

핵심 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역할 정의를 포함한 ICT 기반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을 고안하였다. 고안된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 내 치과위생사 역할에

대한 타당도 평가를 위해 의료경영컨설팅, 공급자 심층면접, 델파이조사 결과,

고안된 현장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한 적절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에서 요구되는 치과위생사의 역량을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주로 전문가적 행동, 의사소통, 임상치위생, 임상치과의

4가지 분야에서 요구되는 역량들이 나타났으며,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임상과 교육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수행을 위한 치과위생사의 제도적

문제점과 요구되는 전문가적 행동, 의사소통, 장애인 임상실무 역량을 도출해

낼 수 있었으며, 임상과 교육분야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주요어 :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 의사소통시스템, 장애인, 정보통신기술,

치과위생사

학 번 : 2015-3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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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보건기구는 장애를 복잡하고 동적이며 다차원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많은 사회 과학과 보건학 연구자들은 장애의 사회적, 신체적 영향을 확인하였

다(Schuntermann, 2005; WHO, 2016). 세계 인구의 약 15%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장애인 등록은 연간 약 5%씩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7). 장

애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며, 종류에 따른 행동 특성과 사회적 요인이 있다. 이

러한 행동 특성과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인은 많은 의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장애 유형 및 시설 수용 여부 등에 따라 구강건강상태와 질병 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ópez del Valle 등, 2007).

미국 Surgeon report는 ‘미국인의 구강건강상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과 장애가 있는 사람이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보고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0). 장애인의 구강

건강 악화는 전신건강, 감염, 영양, 소화와 발음 기능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배미정 등, 2015). 또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우므로 전통적인 치료방식의 접

근보다 예방진료와 조기 검진이 더 중요한 요소이다(Saravane 등, 2009).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장애인 건강증진계획에 따르면 장애인의 44.7%

가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장애인의 치과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자원, 복지 및 재정 정책,

치료에 대한 공감 등 다양한 장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김영숙 & 권호

근, 1997).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이 매

우 드물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김영숙 & 조영식, 2005).

  장애인의 46.9%는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으나, 14.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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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이며, 특히 자폐성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지적장애인의 경우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은 치과의료서비스에 접근하려고 하

더라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되어 있고 치과의료의 접근성 제한으

로 인해 치과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김영남, 2005).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장소, 시설, 치과 치료 범위 등 장애인을 위한 치

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치과병의원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대한치과의사

협회, 2019). 그러나 장애인과 구강의료 공급자 간 그리고 소비자 간에 구강건

강과 관련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

우 적은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의료 시

스템은 하향식 형태로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제공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시스템은 정확한 요구를 반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참가

자를 자극하기 어렵다.

최근 보건진료에서 건강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목표 인구의 직접 참여를 유

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오영호, 2012). 4차 산업의 기술적 변화는 현

재의 보건의료산업 영역을 규정하는 경계를 허물어 가고 있으며, 의료전달 시

스템 내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은 시

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 필드를 생성하고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로 평가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보험연구원, 2017).

한국의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정보통신 기술 수준은 의료분야에서 상호 시

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은

이미 많은 다양한 의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과거에 기

술적 문제로 제공하지 못했던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편의성, 의료 품질

및 정확성 향상을 이루어 내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분야에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더라도 가장 핵심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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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야 하는 인력구성은 불가피하다. 구강보건진료에서 소비자와의 핵심 접

점 역할 수행은 치과위생사에게 요구된다(Burtner & Dicks, 1994). 한국에서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로 분류되며, 법적인 업무 범위는 치과의사 지도 하 치

석제거 및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

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장애인 구강보건진료 현장

에서의 치과의사 지도 하 계속구강건강관리, 구강보건상담, 환자관리 등의 업

무를 전면 수행할 수 없도록 현장에서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 의료서비스 전

달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치과위생사 여러 방면에서의 제

도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조은별 등, 2009).

이에 장애인의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를 위하

여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ICT 기반 구강보건진료서비

모델의 기획과 시범 적용을 통해 치과위생사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이

를 토대로 장애인구강보건진료를 위한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인력 양성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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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배경

제1절 장애인과 구강건강상태

2017년 장애인 등록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등록 장애인은 251만명으로 전

체 인구의 약 4.8%에 달하며, 장애인등록제가 수행된 후 꾸준히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인다(보건복지부, 2017).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재가 장애인이 약 97%, 시설장애인이 3%로 대부분의 장애인이 집에서 거주하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장애인 가구 중 1인 혹은 2인 가구는 전체의 57.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장애인과 돌봄가족 1인이 함께 거주하는 2인

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들 가구에 대한 경제적,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전면적인 돌봄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조

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전체 수급가구

1,165,175가구 중 18.1%인 211,010가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보건복지부,

2018).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심사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의학적 기준에 의존한 획일적 서비스를 탈피하고 종합조사와 전달

체계강화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

로 분류하는 새로운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치과영역에서는 지체장애 중

증, 뇌병변장애와 뇌전증장애의 중증과 경증,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중증을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

터 운영에 적용하고 있다.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분류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

라 치과적 중증장애인은 834,656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장애인의 약 33%

에 해당한다(Table 1, 보건복지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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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장애등급

지체장애 중증 (1-3급)

뇌병변장애 중증 및 경증 (1-6급)

뇌전증장애 중증 및 경증 (2-5급)

지적장애

중증 (1-3급)정신장애

자폐성장애

Table 1. 치과영역 중증장애인(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 대상 구강건강실태조사는 비정기적이며, 2004년과 2015년에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가 시행되었으나(보건복지부, 2004; 보건복지부, 2015), 조사

과정 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조사결과 비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에 발

표된 2004년 장애인 구강보건실태조사와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로

45-64세 치주낭 보유 장애인 74.2% 비장애인 14.2-16.5%, 2010년 국민구강건

강실태조사 결과 6-8세 우식경험영구치수 1.06개, 10-15세 2.34개로 비장애인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0).

하지만, 비정기적인 구강건강실태조사로는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한

추이 관찰이 어렵고, 비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와 연속성이 없어 객관적

구강건강실태조사 비교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번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 개

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장

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1,729명을 조사군으로 하고, 비장애인

대상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대조군을 선정하였

다. 매칭에 필요한 인구사회학적요인에 대한 응답이 미비한 대상을 제외한 장

애인 986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선택편향을 줄이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방법을 이용하여 1:3 비율로 대조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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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955명을 추출하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강검사 주요 결과는 다

음과 같았다. 신체장애인의 우식경험치아수, 우식경험처치치아수, 우식경험상

실치아수, 우식경험영구치수는 1.29, 1.66, 4.31, 7.26개 이었고, 정신장애인은

1.24, 1.99, 5.04, 8.26개 이었으며, 복합장애인은 1.03, 2.07, 5.06, 8.17개이었고,

비장애인은 0.45, 3.00, 1.45, 4.90개이었다. 무치악율은 신체적장애인이 3.2%,

정신적장애인이 3.9% 복합장애인이 5.5% 이었으며, 비장애인이 1.0%로 군 간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치주질환 유병율은 신체장애인 25.0%, 정

신장애인 26.5%, 복합장애인 23.7%, 비장애인 25.8%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의

우식경험상실치아가 50대 이후부터 증가하는 반면 장애인에게는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30대 이후에 급격한 우식경험 상실치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복합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무치악 비율이 비장애

인에 비해 4.37배 높았고,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의 무치악 비율도 3.09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식경험영구치수도 복합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1.75

배,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이 1.34배 높게 나타났다(Lee 등, 2019;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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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구강건강상태 비교 (Lee 등, 2019)

CD, Complex disabled; ND, Non-disabled; MD, Mentally disabled; PD, Physically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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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장애인과 구강보건진료서비스

국가인권위원회(2014)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중증장애인 300명을 대상

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조사를 진행한 결과, 치과진료가

필요함에도 진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장애인이 55.3%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

데 42.3%는 경제적 부담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물리

적 접근성의 한계(동네치과의 편의시설 부족 등) 22.8%, 장애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의료진 21.1%, 장애인치과병원의 예약이 너무 많기 때문 10.6%로 구강진

료 접근성을 저해하는 사회 전반적, 구조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

가인권위원회, 2014).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1년간 치과치료경

험률은 43.9%로 비장애인의 치과치료경험률 72.1%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

정이다(질병관리본부, 2012; 질병관리본부, 2013). 장애인의 구강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하면, 구강진료 필요 장애인 비중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 결과 치과치료가 필요하나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장

애인 비율도 34.5%로 높게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13). 종합적으로 장애인

의 구강보건진료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 국내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우리나라의 장애인 구강진료는 전신마취 시설을 갖춘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예방과 1차 진료는 보건소와 자원봉사단체의 진료봉사 활동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진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

여 2009년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립하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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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17), 서울특별시에는 장

애인 전문치과병원이 생기는 등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구강진료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구강진료는 수요

에 비하여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의 구강진료

공급이 매우 열악하다.

지역별로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민간차원의 지원서비스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16), 물량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이용에 제한이 따른

다(부산복지개발원, 2016).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별 장

애인구강진료센터는 2019년 기준으로 전국에 총 9개소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

센터와 1개소의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권역센터 4개소

(대전, 울산, 충북, 경남)가 추가 설치 예정이다.



- 10 -

2) 국외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국외 장애인 치과 의료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 구강진료제도가 선진

화 되어있는 일본은 의료체계에 따라 일차의료, 이차의료, 삼차의료로 분류되

며, 일차의료기관은 개인진료소로 장애 정도가 경도인 사람을 중심으로 의학

적 리스크가 낮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본의 모든 치과대학병원에는 장애

인 진료과가 존재하고 있으며, 장애인 진료센터의 운영은 전적으로 지역사회

치과의사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장애인진료, 휴일진료, 야간진

료, 방문·순회진료 등이다. 이전에는 치과의사회 회원 중에서 순번제로 진료를

시행하는 곳이 많았으나, 최근 상근으로 장애인치과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

사와 대학의 파견의가 증가하여, 장애인치과의 2차 진료기관으로 적합한 시설

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치과의료보험제도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보험진료의 종류가 훨씬 넓

고 다양하며 환자 본임부담률은 일괄적으로 30%로 책정되어 있다. 또한 비장

애인 진료수가의 150%에 해당하는 수가로 많은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황지영, 2012). 일본의 장애인치과 협력의는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장애인치과

학회에서 연수를 받거나 인정의를 취득한 자로 주로 장애인 전문기관이 적은

지역사회에 배치되어 있다. 방문치료를 통하여 구강보건진료서비스를 제공하

며 재가환자나 시설입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역의 치과의사회와 지역자

치단체가 개설하는 구강보건센터 중 장애인에게 구강보건진료를 수행하는 곳

은 일본 전체에 11개소로 약 40%에 해당한다. 2차 기관은 순회진료, 야간진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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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제 의료기관 대상과 내용

일차의료

개인진료소

(장애인치과학

회협력의가 담

당)

-경도장애인 중심

-의학적 리스크가 낮은 환자

-치과상담, 상급의료기관에의 소개 또는 후송

-정기검진, 구강보건지도

-비교적 간단한 처치

-재가, 시설입소자의 방문진료

이차의료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치과센터

시설내 치과

-일차의료기관으로부터 소개받은 환자

-중등도 장애가 중심

-치과치료, 행동조절, 의학적 관리가 비교적

곤란한 환자

-입원없이 정맥내진정법, 전신마취 하 치료

-낙도, 오지 순회진료

삼차의료
종합병원치과

대학부속병원

-일차, 이차의료기관으로부터 소개받은 환자

-중도장애인 중심

-치과치료, 행동조절, 의학적 관리가 극도로

곤란한 환자

-전신마취 하 치료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

Table 2. 일본 장애인 치과 의료제도(대한치과의사협회, 2019)

대만의 경우 자국 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무화 가입을 시행하고 있다. 대만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치과분야에서 장애

정도에 따라 10-90% 정도의 진료비 가산제도와 진료비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

며, 비장애인에 비해 완화된 보험기준율을 정하고 있다. 2016년부터 개정된 장

애인치과치료 계획을 바탕으로 전국 7개의 센터와 23개 병원에 보조금을 지급

하여 장애인의 치과치료를 수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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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장애인 보건진료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적 평등진료에 있다. 영

국의 경우 1948년 영국 National health services의 체계로 일반치과의료체계

(General dental service, GDS)가 설립되었으며, 민간부문의 치과의료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1995년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와 2010년 Equality

Act가 제정된 이후 동일한 서비스전달체계를 통해 보건진료서비스를 받는다

(유동철, 2018). 장애인의 경우 Community dental service에서 치과의료서비스

를 제공하며, 2010년도에 총 73명의 장애인치과전문의가 General Dental

Council에 등록되었다. 통상적으로 장애인치과에 대한 필요가 있는 사람은

Primary Care Trust와 같은 공급자에 의해 장애인 치과전문의를 연계 받게된

다. 장애인치과의 전문과정은 졸업 후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의 경우에도 교육과정 이수 후 전문치과위생

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류재인, 2017).

미국의 경우 각 개인은 의료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하는 법률이 없다. 의료

보험은 민간보험, 공적보험으로 나뉘며, 공적보험의 가입자 비중은 약 30%에

해당한다. 미국인의 42%는 치과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는 의료보

험회사가 무수히 많으며 종류도 다양해 예산과 실정에 맞는 회사를 선택한다.

65세 미만 저소득층과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급여에서 공제된 분담금

을 통해 제공되는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가 존재한다(송세진, 2006).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미국의료계에서 가장 큰 규모

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조건과 시민권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중 60%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메디케이드

에서 치과보험을 제공하는 주는 전체 51개주 중 16개 주에 불과하며, 치과보

험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상한금 제한과 사전승인, 높은 치료비로 인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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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와 의사소통

보건진료분야는 환자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직종의 전문가들이 협업하고 있

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의료분야 직종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는 환경에 대

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전문직 간의 의사소통의 실수는 치료지연, 오진,

약물투여 오류, 환자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작용

을 줄이고자 이에 대한 전문직 간 워크샵, 온라인 모듈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공확대, 전문직 간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환자를 중심으로 팀접근이 필요한 현대의학에서 전문직 간 의사소통(Inter-

professional communication)과 팀워크 역량은 환자의 예후에 많은 영향을 준

다(권복규, 2014). 전문직 간 교육과 인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가

간의 차이와 다양성, 역할에 대해 되짚어 보고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

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간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로 경험 부족, 건강관리의 복잡성, 건강관리 환경의

복잡성, 구조와 표준화의 부족 등이 나타난다(김선미, 2001). 여러 의료문제와

의료직 간에 의사소통 문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다른 의료분야

에 비해 치과분야는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과 American Dental Education

Association,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의해 구조화된 치과위생사 핵심역량에도

의사소통 기술이 포함되어 있을 만큼 치과위생사의 업무역량의 증가와 의사소

통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배수명 등, 2016). 따라서 장애인 구강보건진료

에서 보다 좋은 예후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개발

이 필수적이다.

전문직과 환자 간의 의사소통(Inter-participants communication) 또한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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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 질 상승과 예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문직과 환자의 의사소

통은 보건진료 프로세스의 비용, 효율성, 효과성 등을 결정하는 지배적인 요소

라고 할 수 있으며(류시원, 2004),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는 기술적인 부분

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송길태 & 송석진, 2018; 이진영, 2016; 주예일

등, 2017). 또한 의사소통은 치과의료에서 환자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은 좋은 예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이선경

등, 2011).

전문직 간 또는 전문직과 환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 편리성 분야에 널리 적

용되는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은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보건진료분야는 고도의 의료지식과 전문인력이

필요로 하며, 정보의 강도와 중요성으로 분석 및 관리분야가 매우 중요한 기

술이고, 컴퓨터기술이 접목된 이후 보건진료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와 효과성

증진을 위한 ICT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환자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문제의 대표적 보완 방안으로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원격의료를 들 수 있다(Myers, 2003; Withlock 등, 2000; 임성국,

2015).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문제로 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원격의료는 이미 국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Gulick, 2000; Taylor & Hoganbirk, 2001; NICTA,

2010; WHO, 2010).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는 2013년 12월 의료법개정안을 통

해 2019년 현재에는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타당도 평가를 위한 시범사업

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학검사의 부족, 환자의 안정성, 책임소재와 피해문제 등

을 이유로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문종윤 등,

2013).

하지만 현재 의료계에서의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서비스 발전은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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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인터넷 기반의 기술 발전과 무선통신, 인공지능 기

술의 의료계 접목이 가시화되면서 실질적인 적용을 수행하고 있다(이인호 등,

2014). 둘째, ICT 기술의 정밀도와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세밀화되고 복잡

한 작업으로의 적용이 가능해졌다(김지희, 2019; 최성현, 2017). 마지막으로 인

터넷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저장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원격의료와 원격보건에

대한 다양한 응용이 중요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최준영, 2015; 이기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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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와 치과위생사의 역할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진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1965년에 처음으

로 치과위생사를 제도화하였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1항6호

에 의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치석 등 침착물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

장착 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구내 진단

용 방사선 촬영 업무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치과진료 분야에서 치과위생사는 스케일링, 불소도포와 같은 예방치

료, 구강보건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양질의 진료 및 협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상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권현숙

& 조갑숙, 2006). 또한 지역사회 구강보건교육사업과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장

애인 치과진료서비스 내에서 중요한 역할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치과진료협조의 업무에 집중되어 있

으며, 실제 임상에 있는 치과위생사들 조차 치과위생사와 그 외의 진료보조인

력 간 업무 영역이 불명확하다고 답했으며, 이 중 40%가 치과의사가 치과위

생사의 법정진료영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최유리

등, 2016). 이러한 현상은 제도적으로 적정업무의 수행을 뒷받침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신선정 등, 2007), 특히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

층 대상 구강보건진료분야에서 치과위생사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한 교육과정의 내실화가 부족한 실정이다(박지현 등, 2010)

다수의 장애인 치과치료에 관한 문헌에서 치과의료진의 교육과 훈련 필요성

및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선미, 2001; 최길라, 2000; 이긍호, 2005; 현홍근,

2015.) 하지만 장애인 구강보건진료분야에서 치과위생사 현황에 관한 연구를



- 17 -

살펴보면 장애인 치과치료 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는 76.3%인 반면 장애인

진료 및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치과위생사는 48.7%

수준이다(강현주, 2013).

이러한 실태는 현재의 교과과정이나 졸업 후 계속 교육에서 장애인치과학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또한 치과의료진의

문제점으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으며, 훈련 부족으로 인한 자신

감 결핍 등이 지적되었다(김선미, 2001).

이 시대의 의학적 치료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국가의 공공

정책도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보다 확대되고 있다. 이에

치과의료계도 장애인의 구강보건진료서비스를 위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19)에서 진행된 ‘장애인 구강보건의료의 혁신적 서비스 비즈니

스 모델개발’ 연구에서 고안된 ICT 기반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구강보건진료 전달시스템으로 핵심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해당 모델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홈

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담과 방문 검진 서비스를 요청하는 상향식

(Bottom-up) 방식과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치과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

위생사가 현장치과위생사 역할을 통해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니즈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의 서비스 제공 형태를 취한다. 제

안된 현장치과위생사의 역할로 장애인 구강보건상담, 가정방문서비스, 구강보

건교육, 계속 구강건강관리, 진료기관 연계 등을 수행하며, 구강보건진료와 장

애인을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Fig. 2,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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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CT 기반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보건복지부,

2018)

직군 역할

현장치과위생사 (On site DH)

구강보건상담, 진료기관연계, 구강건강 스크

리닝, 계속구강건강관리(치과의사 지도 하),

방문구강건강관리(치과의사 지도 하)

원격치과의사 (Off site DDS)
현장치과위생사 업무지시, 구강보건상담, 예

방처치 및 교육, 상급진료기관의뢰

현장치과의사 (On site DDS)
장애인치과주치의, 예방처치 및 교육, 구강

진료, 계속구강관리, 상급진료기관의뢰

Table 3. ICT 기반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내 직군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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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목적

ICT 기반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에서 치과위생사 역할을 검토하

여, 우리나라 장애인 구강보건진료발전을 위한 치과위생사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ICT 기반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 기획, 시범사업 수행, 평가

단계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정의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에서 치과위생사 역할과 우리나라 장애

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체계에서 필요한 치과위생사 역할에 대해 규범적

역량을 제시하고 교육개선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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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대상 및 방법

제1절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와 치과위생사 역할 정의

1. 연구설계 및 대상

1) 연구설계

①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 고안과 치과위생사 역할 도출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정의하고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S-D20160014) 후,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의 연구 참여 동의를 받은 대상

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과 충주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보

호자,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2016년 6월부터 10월까

지 요구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캔버스 맵핑을 통해 핵심역할과 자원을 정

리하고, 치료와 교육 및 예방이 통합된 구강보건진료서비스모델을 구축하여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② 치과위생사 역할 적절성 평가와 문제점 도출

고안된 ICT 기반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에서 시범사업 수행과 평가 연구

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승인 후 진행되

었으며(S-D20170019/S-D20180023), 공급자 직군별 역할 정의를 수행하고 시

뮬레이션과 의료경영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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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충주시 장애인, 장애인 치과주치의 역할 치과의사, 현장치과위생사 역할

치과위생사가 참여하였으며, 시범 사업 종료 후 치과위생사 업무의 적절성 평

가와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과 공급자 대상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이후 장애인 구강보건진료 관

계자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 기법을 통하여 치과위생사 역할의 적절성을

평가하였고, ICT 기반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에서 적정한 치과위생

사 역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틀 연구방법 연구목적

더블다이아

몬드 프레임

발견단계
수요자와 공급자 인식과

요구도 조사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 고안과

치과위생사 역할 도출정의단계 비즈니스 모델링

발전단계 의료경영컨설팅
치과위생사 역할

적절성 평가와 문제점 도출전달단계
공급자 심층면접

델파이조사

Table 4. 연구의 틀

Fig. 3. 보건진료서비스 개발을 위한 더블다이아몬드 프레임(Design Counci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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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①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 고안과 치과위생사 역할 도출

구강보건진료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 조사 중 수요자 심층조사면접은

장애인 및 보호자, 복지시설 관리자 15인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공급자 심층

조사면접은 장애인진료 개원치과의사 5개소, 장애인 전문치과병원 4개소, 보건

소 2개소 자원봉사단체 1개소의 관리 공급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② 치과위생사 역할 적절성 평가와 문제점 도출

가. 의료경영컨설팅

의료경영컨설팅은 장애인 전문 치과 전문의 1인과 의료경영학 전문가 1인을

대상으로 연구의 시작과 진행과정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전문경

영컨설팅을 수행하였고, 치과위생사와 연관된 내용을 분리하여 정리하였다.

나. 시범사업 참여 공급자 심층면접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ICT 기반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 시범

사업에 참여한 현장치과위생사 역할 치과위생사 2인과 지도치과의사 역할 치

과의사 3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다. 델파이조사

ICT 기반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 내 치과위생사의 업무 타당도와 방향을

모색하고자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국내 장애인치과 전문가의 추천인 중 연

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

고, 최종 응답한 16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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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Institution N Occupation

Education

Preventive dentistry 2 Professor

Pediatric dentistry 2 Professor

Social welfare 2 Professor, Doctor

Health science 1 Professor

Governmen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 Officer

Dental Specialist

P Dental clinic 3 Dentist

P University dental hospital 1 Dentist

P Hospital 1 Dentist

S Dental clinic 1 Dentist

Social worker K Association 1 Social worker

Table 5. 델파이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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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 고안과 치과위생사 역할 도출

의료서비스에서 보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반

복하는 발견(discover), 정의(define), 발전(develop), 전달(deliver)의 4단계 더

블다이아몬드 프로세스를 통하여 구강보건진료서비스 고안을 수행하였다. 최

종 수렴된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의 핵심요소로 정보통신기술과 치

과위생사의 역할 정의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기능 설정과 서비스 흐름도를 고

안하였다.

① 발견단계 (Discover)

발견단계에서 장애인의 구강보건진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인식과

요구도 조사를 위한 심층면접은 장애인 복지센터 이용 장애인 보호자 10인,

특수학교 장애인 학부모 3인,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자 2인에게 수행하였고, 장

애인 진료실시 치과의원 5개소, 장애인 전문치과병원과 센터 4개소, 보건소 2

개소, 자원봉사단체 1개소에 상주하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면접항목으로 장애인 구강건강, 장애인 구강진료의 장벽, 장애인 구강보건진료

서비스 시장에 대한 요구 등을 조사하였다.

② 정의단계 (Define)

기초조사와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구강보건진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

자의 경험과 잠재된 요구를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핵심가치요소를 도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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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가치요소를 기반으로 기존의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운영을 논리

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Alexander Osterwalder의 9 block business canvas

를 활용하여 핵심요소별로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맵핑을 수행하였다.

Fig. 4. Alexander Osterwalder의 9 block 비즈니스 모델 (Osterwlader, 2009)

핵심파트너쉽 (Key partnership, KP), 조직의 활동에 필수적인 파트너; 핵심활동

(Key activity, KA),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중요한 활동;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 VP), 고객 문제를 해결하고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품 및 서비스; 고객관계

(Customer relation, CR), 조직이 특정고객과 갖는 관계; 고객세그먼트 (Customer

segment, CS), 조직의 존재와 비즈니스의 주요 목표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

소; 채널 (Channels, CH), 고객 세그먼트와 통신하여 가치를 제공하는 수단; 핵심자원

(Key resources, KR), 비즈니스모델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 비용구조 (Cost

structure, C$), 비즈니스 운영 시 특히 필요한 비용; 수익 (Revenue stream, R$), 고

객 세그먼트에서 조직이 생성한 수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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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과위생사 역할 적절성 평가와 문제점 도출

① 발전단계 (Develop)

치과의사 2인과 소비자학 전문가 2인, 의료경영전문가 1인에 의하여 정의단

계에서 수렴된 주요 요인들을 이어줄 수 있는 치과위생사 인력배치를 통한 장

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을 고안하였고, 역할 설정을 통해 업무를 구체

화하였다.

의료경영컨설팅을 통하여 서비스 전달흐름도에 따른 장애 유형별 상황별 시

뮬레이션 설정과 시범사업수행을 통해 치과위생사 역할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도출과 적절성 평가를 위해 장애인치과 전문의 1인과 의료경영

학 전문가 1인으로 부터 의료경영컨설팅을 수행하였다. 평가 내용으로는 목표

와 효과, 전달체계, 인력, 정보, 재원, 기반환경의 적절성 측면이었다.

② 전달단계 (Deliver)

가. 공급자 심층면접

사업에 참여한 현장치과위생사 2인과 지도치과의사 2인을 대상으로 심층면

접을 수행하였고, 질적 분석을 통하여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에서 치과위생

사 역할을 중심으로 목적달성 가능성, 제공 주체의 적절성, 제공 서비스의 적

절성, 제공 주체 간 협업용이성 측면을 분석하였다.

나. 델파이조사

개발된 모델의 진단과 타당도 검증방법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전문가 22

명을 대상으로 총 2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수행된 장애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 연구를 통해 표면화된 장애인 구강보건

진료 정책 관련 쟁점을 명료화 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 7점 리커트 척도

로 개발한 설문지를 통하여 정책 관련 쟁점에 관해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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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중 치과위생사의 업무와 관련된 타당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항

안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항목의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변이계수

(Coefficient of variance, CV)가 0 이상 0.5 이하인 경우 높은 수준의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내용타당도(Contents Validity Ratio,

CVR)는 타당하다고 응답한 패널이 50% 미만일 때 음수 50% 일 때 0, 100%

일 때 1을 나타내며, 상관계수에 의해 추정된 것을 타당도 지수로 표현하였다.

Likert 7점 척도 중 5점 이상을 표기했을 경우 그 문항들에 대한 적합성을 나

타낸다고 평가하였으며, 내용타당도의 공식은 다음과 같았다 (Lawshe, 1975).



 

(N: 응답 사례 수, Ne: Likert에서 5점 이상 ‘매우 타당하다’고 응답한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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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와 치과위생사 역량기반 평가

1. 연구설계 및 대상

1) 연구설계

①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와 치과위생사 역량기반 평가

장애인 구강보건전문가를 대상으로 고안된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모델

과 우리나라 장애인구강보건진료 내 치과위생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실무 경험을 통한 역량을 도출해내고자 전문가와 일대일 면담

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내용 분석하여 질적분석을 수행하였다.

② 치위생교육과정과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내 장애인 관련 교육평가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치위생(학)과 교과목 개설현황 수집과 분석, 최근 3년

간 진행된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내 장애인치과학 관련 교과목 현황 수집과 분

석을 통하여 치과위생사의 장애인 교육에 대한 내용 정리와 현황파악을 수행

하였다.

국내 장애인치과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은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소속 장애인구

강보건전문가와 치위생학과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치위생교육의 현황과 장

애인구강보건진료를 위한 교육방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일대일 면담을 통해 수

집하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2) 연구대상

①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내 치과위생사 역량기반 평가

2019년도 현직에 있는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소속 구강보건전문가와 치과위생

사 내 교육전문가들 중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동의한 치과의사 7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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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6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무와 치위생학과 학생교육경험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장애인구강보건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대상자를

의도적 표집으로 선정하였고, 그 결과 장애인 임상치과분야와 치위생학과 교

육경력자 13인이 참여하였다.

Part Institution N Occupation

Clinic

C Oral health center for person

with special needs
1 Dentist

C Oral health center for person

with special needs
1 Dental hygienist

G Public health center 1 Dental hygienist

S University Dental Hospital 1 Dentist

S University Dental Hospital 1 Dental hygienist

P Dental Hospital 1 Dentist

K University Dental Hospital 1 Dentist

Education

G University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1 Dental hygienist

G University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1 Dental hygienist

K University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1 Dentist

K University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1 Dentist

K University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1 Dental hygienist

P University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1 Dentist

Table 6. 치과위생사 역량기반평가 심층면접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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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① 장애인구강보건진료서비스와 치과위생사 역량기반 평가

연구 자료수집은 2019년 11월에 이루어졌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13명에

대하여 연구자가 고안한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에 대한 사전 안내지를 배부

하였고, 대상자 동의하에 작성된 답변서를 바탕으로 개인 면담에서 반 구조화

된 질문으로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수집하였다(Table 10). 필요 시 추가 질문

을 통하여 역량기반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면담 질문은 고안된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 내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한 의견과 개선

점, 우리나라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개선점, 장

애인구강보건진료를 위한 치위생교육분야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역량 판정 기준은 American Dental Education Association (ADEA)에서 치

과위생사의 역량분류로 Core competencies,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Community involvement, Patient/client care 세부역량과 대한치위

생학과 교수협의회에서 제시한 역량분류로 전문직업성, 의사소통, 임상, 지역

사회와 건강증진 분야가 사용되었다. 역량판정기준을 근거로 연역적 방법을

통해 심층면접 응답에서 해당하는 부분의 역량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역량

은 응답자에게 해당 역량 판정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홍성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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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y Sub-competency

Core competencies

Ethics

Critical thinking skills

Comprehensive problem-solving

Responsibility for professional actions

Self-assessment skills

Communication skills

Providers for optimal patient care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Health promotion

Promot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Disease prevention or health maintenance strategies

Community involvement

Health care system

Community oral health service

Patient’s access to oral health service

Community-based program

Advocate

Patient/client care

Dental hygiene care

Assessment

Dental hygiene diagnosis

Planning

Implementation

Evaluation

Professional growth and

development

Professional goal

Social network

Table 7. 국외 치과위생사 역량기준 (ADE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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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y Sub-competency

Professional conduct

Professional behavior

Ethical decision making

Self-assessment skills

Life long learning

Accumulate evidence

Ethical decision making
Ethical decision making

Apply Ethical principle

Evidence based decision

making and problem

solving

Dental hygiene research

Evidence based dental hygiene

Communication

Understanding psychological development

Effective communication

Dental hygiene care

Assessment

Dental hygiene diagnosis

Planning

Implementation

Evaluation

Clinical practice

Anxiety and dental fear care

Understanding dental radiography

Perform tasks for effective dental service

Patient management

Hospital administration

Utilize document

Claim dental insurance

Leadership

Community and health

promotion

Community oral health service

Planning community based program

Evaluating community-based program

Table 8. 국내 치과위생사 역량 기준(배수명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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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치위생 교육과정과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내 장애인치과학 교육현황조사

2019년 기준으로 전국 82개 치위생(학)과 교과목 개설현황에 대한 정보를

학과홈페이지와 각 학교 수강 신청사이트를 통하여 수집하고, 장애인치과학에

대한 교육현황을 분석하였다. 교과목명, 개설학기 등에 대한 세부분석을 수행

하였다. 또한 최근 3년간 진행된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내 장애인치과학 관련

교과목 현황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보수교육 종류, 평점, 내용 등

에 대한 세부분석을 수행하였다.

대한치과위생사 협회 포털 검색과 관계학회 교육사이트를 통하여 최근 3년간

보수교육현황을 조사하였다. 온라인 보수교육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오프라인 보수교육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수행된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내용과 교육과정을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교육과정 중 세부 커리큘럼을 조회

하여 장애인 구강보건진료 관련 교육만 선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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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제1절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와 치과위생사 역할 정의

1)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 고안과 치과위생사 역할 도출

① 구강보건진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인식 및 요구도 조사

가. 수요자 인식과 요구도조사

심층면접조사(In-depth interview) 방식을 통하여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

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요구도를 조사하였고, 장애인 구강건강, 장애인 구강

진료의 장벽,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도출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았다.

- 장애인의 구강건강

장애인들은 구강건강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칫솔질, 식습관 개

선 등 구강건강관리 행동에 대한 실천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올바른 구강건강

관리법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다른 건강상의 시급한 문제로 인하여 구강건강

관리 필요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장애인 구강진료의 장벽

구강진료에 장벽이 되는 요인으로 구강진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낮은 접근

성, 구강진료에 대한 공포, 행동조절, 공급부족, 예약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요구

구강보건진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장애 정도에 따른 의료기관

의 역할분담, 장애인 구강진료에 대한 진료비 지원, 장애인 구강진료 공급의

확대, 장애인 치과병원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의 접근성 개선 요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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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나. 공급자 인식과 요구도 조사

심층면접조사로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에 대한 공급자 인식과 요구도를

조사하였으며, 장애인 구강건강, 장애인 구강진료의 장벽, 장애인 구강보건진

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분석해 본 결과 도출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았다.

- 장애인의 구강건강

장애인의 예방적 치과처치의 중요성, 장애인 대상 구강진료 서비스의 부족,

장애인 구강건강의 중요성 인식 재고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났다.

- 장애인 구강진료의 장벽

장애인 치과병원의 부족, 의료진 동기 부족, 행동조절의 어려움, 후유증의

위험, 경제적인 어려움, 시설구비의 어려움, 인력확충의 어려움, 비용과 수익

의 격차, 구강관리의 어려움

-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요구

치과적 중증, 경증 장애에 따른 의료기관의 역할분담, 치과적 경증장애인과

고령 환자로 인한 중증장애인의 치과수요 불균형, 일반치과에서 치과적 경증

장애인 진료, 구강진료와 관련된 장애유형과 등급에 대한 재정립 필요, 장애

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불평등 해결을 위한 구강보건진료서

비스 지원프로그램 제공 등이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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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즈니스모델 캔버스를 이용한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맵핑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조사와 공급자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도출된 가치요소로 기존의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의 운영을

Alexander Osterwalder의 9 block business canvas를 활용하여 정리한 결과

는 다음과 같았다 (Osterwald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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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 Key

Partnership

- Local health

centers (on-site

dental hygienists,

mentor dentists)

- Oral medical

cente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Central

Disability Oral

Clinic Center

- Disabled

hospital

- Smile Dental

- Disability

dentist network

- Disability Dental

Society

KA: Core activities

- Medical treatment

All medical treatment possible for

behavioral restraint

- Prevention and education

● Education of patients and caregivers:

Implementation of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guardians / facilities

● Distribution and education of online

oral health education materials

● Platform-based case management

- Request

● When requesting advanced medical

care, ask the oral care cente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VP: Value proposition

- Provide differentiated value as a dentist

● As a dentist, provide continuous management and

educational services for oral health of disabled people

● Providing medical care based on mutual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between patients and medical staff as a dentist

● Provide effective medical treatment based on information

such as disability and oral condition history of patients with

disabilities and previous medical experience

● Providing a medical environment familiar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arents

- Expertise as a medical staff specializing in disabilities

● Provide skilled medical treatment based on many

experiences for the treat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Providing specialized medical care based on information and

education using a network of medical staff specializing in

persons with disabilities

- High accessibility

● Provide medical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ccessible communities

- Medical expenses support

● Support for medical expenses at the same level as the Oral

Clinic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R: Customer relationship

- Discovering passive patients:

● Voluntary visits by patients

● Patients requested through

the ICT model

▶ Customer retention

● Stable manage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registered to attending

physicians

CS: Customer

segment

- Disabled patients:

Dental disorders

that can be treated

only with behavioral

constraints

CR: Core resource

- Dentists with disabilities

- Two or more dental care assistants

- Basic equipment: behavior control

device (paddy field wrap), dogball,

- Basic equipment: Elevator

CH: Channel

● Medical channel: Medical

institutions

● Public relations channel:

Homepage, public relations

through key partnership

organizations, community center

Table 9.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 고안을 위한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링(보건복지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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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경영컨설팅

고안된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비즈니스모델을 바탕으로 이용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으며, ICT 기반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에 대한 의료경영컨설팅을 수

행하였다. 이중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도출하였고, 예상

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컨설팅 내용을 사용자 기

술적 분야, 제도적 분야로 분류하여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가. 기술적 분야

- ICT 기반 모델 도입을 위해서 건강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화가 요구되며,

새로운 플랫폼의 도입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이용자 교육이 요구된

다.

-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강화(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와 개인

정보 동의의 강화(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암호화된 클라우드 기반의 의무기록 운영

체계가 필요하며,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이 요구된다.

나. 제도적 분야

- ICT 기반 모델에서는 보건소 상주 지도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현장치과위생

사가 ICT 기반의 플랫폼을 통하여 환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환자를 직

접 방문하여 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

- 보건소에서는 치과의사 인력 수급이 어려운 현실이며, 부족한 구강보건인력

을 보완하기에 상대적으로 적합하고 또한 현재 보건소 이용인구의 증가로

업무량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보건소 내 치과위생사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 의료법 제34조에서 치과의사의 실시간 원격의료체계 (Telemedicin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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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S)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지식이나 기

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현행법규 내에서 치과위생사는 원격의료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치과위생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1차 의료기관인 보건소에 상주하게 되는 치과위생사에게는 장애인의 구강진

료실, 재가방문, 시설방문의 근무형태가 요구되며, 제공 서비스 내용으로 예방

처치, 방문구강건강관리, 교육, 계속구강건강관리, ICT 앱기반 사례관리의 역

할이 요구되었으며, 이를 위한 물리적 행동조절에 대한 역량이 요구되었다. 1

차의료 기관인 치의원에서 근무가 요구되고, 내원 시 예방처치, 교육, 계속관

리에 대한 역할이 요구되며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물리적 행동조절에 대한 역

량이 요구되었다. 2차 의료기관인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전문병원에

서의 치과위생사는 진료실과 재가방문, 시설방문의 근무형태가 요구되며, 제공

서비스 내용으로 중증 난치성 치과질환 진료보조, 재활보조, 구강보건교육, 예

방처치, 계속관리, ICT 기반 치료이력관리 등에 대한 역할이 요구되었으며, 이

를 위해 약물사용 진정법과 전신마취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었다. 3차 의료기

관인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치과위생사가 상주하며 진료실에서 중증난치

성 치과질환치료보조, 재활, 구강보건교육, 예방처치, 계속관리, 정책제안, 제도

관리, 공급자교육, ICT 기반 치료이력 관리에 대한 역할이 요구되었으며, 이를

위한 약물사용진정과 전신마취에 대한 이해 역량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장애

인에 대한 교육과정이 현재 치위생교육계에 부족하여 장애인의 의학적 이해가

부족하며, 이에 따라 역량을 갖춘 치과위생사 배출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정상

적인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여 장애인 환자관리에 대한 역량이 매

우 낮은 상태임이 도출되었다(김선미, 2000; 김영진, 2016; 황현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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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력충원분야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력공급 추계를 분석하였으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2017) 자료에 따르면, 치과위생사 면허자는 75,883명으로 면허자의 56%가 의

료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효(2012)의 보건의료인력 중장

기 수급추계연구에 다르면 치과위생사의 경우 2020년 21,920명, 2025년 36,907

명, 2030년에 50,919명으로 추가공급이 전망되며 이에 따라 인력 공급부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장애인 구강보건진료 수행을 위한 치

과위생사의 역량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역량을 갖춘 인력수급이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적정역량 마련과 교육과정 개설이 시급할 것

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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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개선안

기술분야

ICT 기술도입에 따른 이용

문제
이용자 교육 수행

민감정보 관리
암호화 클라우드 방식 차용

이용자 교육 수행

제도분야

보건소 이용인구의 급증 치과위생사 인력수급 필요

보건소 치과의사 인력수급

문제
원격의료를 통한 업무 지시

원격의료체계 의료인 한정

의료법, 의료기사법 내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한 치과위생사의 원격의

료 제도 고안

역량분야

장애인의 전신질환 이해와

마취에 대한 이해 필요
치위생 교육 내 교육과정 개설

장애인 구강보건진료를 위

한 역량부재와 이를 위한

교육제도 부재

장애인구강보건진료에서의 치과위

생사 역량 도출

인력충원

분야

치과위생사 수급 증가로

인한 공급이 예상되나 적

정 역량에 대한 함양평가

방법 부재

역량기반의 교육과정 개편

Table 10. ICT 기반 구강보건진료서비스모델 의료경영컨설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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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범사업 참여 공급자 대상 심층면접

시범사업에 참여한 치과위생사,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

으며, ICT 기반 구강보건진료서비스에서 현장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의견조회를 하였고, 질적 분석을 통하여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에서의 치과

위생사 역할을 중심으로 목적달성 가능성, 제공 주체의 적절성, 제공 서비스의

적절성, 제공 주체간 협업용이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목적달성 가능성

현장치과위생사 역할의 치과위생사와 지도치과의사 역할의 치과의사에게 조

사한 ICT 기반 구강보건진료서비스에서의 치과위생사 역할수행 목적달성 가

능성은 다음과 같았다.

“방문구강건강관리와 현장치과위생사에 대한 환자들 만족도는 매우 높았

다” (치과위생사 1)

“지도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현장치과위생사가 재가에서 선별검사와 예방처

치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치과적 중증 장애인도 충분히 방문

관리를 통하여 예방 처치와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치과위생사 2)

현장에 직접 투입된 치과위생사의 응답에 따르면 지도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이루어진 현장치과위생사의 직접방문구강건강관리에 대한 대상자 만족도는 매

우 높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대상자의 높은 만족도는 대상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박영숙 등, 2011; 임경철 등, 2018). 방문간호와 마찬가지로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인 모두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 평가되었다(김성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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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클라우드에 장애인 진료기록을 업로드하고, 보건소 소속 현장치과위

생사와 지도치과의사가 협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다” (치과의사

1)

“오히려 현장치과위생사의 방문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장애인치과주

치의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 같다” (치과의사 2)

장애인구강진료의 지도의 역할을 맡은 지도치과의사는 협업 수행에 대한 긍

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ICT 기반 장애인구강진료를 위한 현장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하여 치과의사의 업무수행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긍정으로 답하였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전문가들의 의사소통과 협업이 공공부문 보건진료

서비스에 응용되어 서비스의 품질과 범위 향상이 가능하다는 보고와 같았으며

(송재성, 2005),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에서 치과위생사 투입과

정보통신기술 도입이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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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공주체의 적절성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제공되는 구강보건진료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있다면 구강보건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치과위생사가 적합하다고 응답하였

고, 치과위생사가 전담하여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인구강보건에 대한 과거 경험이 거의 없는 치과위생사도 교육 이후에

구강보건진료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치과위생사 1)

“임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제공 업

무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위생사 2)

현재의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은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로 분류

되는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구강위생을 제공하고 있다. 간호사는 2년

이상 간호업무경력자 또는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구강위생 서비스 제공자는 치과위생사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2019). 동 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경력자인 반면 치과위생사에 대한 경력 규정이나 제한조건

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심층면접 결과 소정의 이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장

애인 구강건강관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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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구강건강관리는 전담인력이 아닌 훈련을 받지 않은 보건소나 일반 개

원 치과의사의 경우 인력의 한계가 있고, 장애인 진료의 어려움도 있을 것

이나 장애인의 행동조절을 하면서 구강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

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의사 1)

“담당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방문하여 검진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치과에 내

원하여 검진을 진행한 후, 그 뒤 지속적인 구강관리는 치과위생사가 혼자 방문하

거나 치과의사와 동행하여 진행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치과

의사 2)

1979년부터 공중보건치의사 활용제도를 개발하여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배치

되었고, 1986년 처음으로 치과위생사가 보건소에 배치되면서, 우리나라 구강보

건실의 주요 활동 인력이 되었다. 그러나 치과대학 교육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공중보건치과의사가 감소하고 보건소의 치과의사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서 보

건소의 주요 구강보건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ICT 기

반 구강보건진료서비스 제공에 부족한 치과의사 인력을 동원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려우며, 이에 원격의료, 왕진을 통한 치과의사의 초기 검진과 진단 이

후 계속구강건강관리에 치과위생사가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참여 지

도치과의사 역할의 치과의사 응답에서도 이와 같이 조사되었고, 장애인 구강

진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역할분담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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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공서비스의 적절성

장애인의 건강권보장을 위한 중증 장애인주치의제도, 건강보건관리 종합계

획, 장애인 의료기관 접근 편의 제공을 강조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

고 장애인의 활동성 제한으로 인한 보건체계접근성과 건강증진 활동에서 사회

적 불평등은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염동문, 2014; 은상준 등, 2006). 이에 장

애인 구강보건진료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러한 접근성의 제한을 넘을 수 있

어야 하며, 시범사업에서 ICT를 기반으로 한 방문구강건강관리가 수행되었다.

“진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진료기관이나 새로운 곳에 외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으므로, 진료

기관 방문보다는 현장치과위생사의 방문을 통하여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이

낮은 구강진료서비스에 노출된다면, 진료기관 방문에 대한 장벽이 낮아져

두려움을 넘어서, 구강건강증진의 길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치과위생사 1)

현장치과위생사 역할의 치과위생사 참여자의 응답에 따르면, 이러한 방문구

강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과 협조도 기반 서비스 제공 체계는 장애인에게 구강

보건진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진료기관으로의 접근 장벽을 낮출 것이라 기

대되며 구강진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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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많은 경우 방문관리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방문관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는데 구강진료에 대한

거부감 혹은 두려움 등으로 입 벌리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현행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따른 치과적 장애 판단보다는 시범사업에서

진행하였듯 구강진료 협조도에 따라 치과적 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

합하다고 생각된다” (치과위생사 2)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구강진료서비스는 장애인의 치과치료에 대한 협조나

적응, 인내심 부족으로 인하여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심각하게 구강상병

이 진행된다(Park, 2012). 따라서 이러한 협조도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며, 치과적 장애에 대한 고려 시 이러한 협조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검토되었다. 실제로 방문구강건강관리 시간은 이러한 협조도와 장애의

중증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분류체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개별화된 조사 근거로 진료협조도가 고려

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임경철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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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수행에서 정신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등 치과적 중증 장애인

으로 분류되는 환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진료가 불가능하거나 진

료 자체가 어려운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장애인 진료 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인력과 진료시간, 육체적·정신적 피로도와 위험도에 대한 우려

등은 상당한 수준으로 남아있다” (치과의사 1)

“방문구강건강관리에서 치과의사 남성 1인, 치과위생사 여성 1인으로 구성

되어 팀 단위로 방문하였으나, 실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지역에

서 계속구강건강관리에서 보건소 소속 치과위생사는 대부분 여성이므로 단

독 방문시 위험할 수 있다” (치과의사 2)

하지만 장애인 환자의 구강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인력과 진료시

간,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 위험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되었

다. 또한 방문간호와 마찬가지로 단독 방문 시 성희롱 등 위험성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손정연, 2017).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치과 진료수가 현실화를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급여항목의 등록장애인 치과진료 가산제를 수행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이는 장애인 구강진료시 필요한 추가적인 시간

과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보상이며 심층면접결과 예상된 문제들을 고려해야 적

절한 구강진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리라 분석되었다.



- 49 -

라. 제공 주체간 협업 용이성

성공적인 협력적 진료를 위해서는 의료전문직의 개별적 접근에서 팀기반 접

근으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때 전문직 간 의사소통과 교육이 효과적으로 사

용되어야 한다 (Herzberg, 1999). 이를 위한 제공 주체 간 협업 용이성은 다음

과 같았다.

“지도치과의사와 현장치과위생사가 협업하여 방문검진을 수행하는데 어려

움이 없었으나, 사업 초반에는 어플리케이션 사용법을 사용자들에게 교육

하고 숙지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

니 손에 익어 오히려 편리하고 원격시스템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고 수행하

는데 수월하였다. 구강보건진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이지 않았던 장애인의 구강문제를 발굴하여 장애인 구

강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치과위생사 1)

“구강보건상담이 들어온 환자에 대해 기록하고 원격시스템을 통해 지도치

과의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어 업무수행이 훨씬 수

월하였다. 지도치과의사와의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수행된 내용과

사진을 실시간으로 전달함으로써 환자분이 겪어야되는 수고로움을 줄일 수

있었다.” (치과위생사 2)

기존의 보건진료정보시스템은 상호작용이 아닌 전문가에 의한 전자차트, 처

방입력, 표본 취급 등 단방향적인 부분에 집중된다. 하지만 시범사업과 같은

양방향 프로세스는 참여자간의 많은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프로세스의 비용, 효율성, 효과성을 높인다(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04). ICT 서비스 프로그램 활용에 있어서 초기에는 사용법에 대한 교육

이 필요하지만 업무 효율성과 능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의사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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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해주는 정보통신기술은 업무 효율성과 환자 편의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ICT 클라우드에 장애인 진료기록을 업로드하고, 보건소 소속 현장치과위

생사와 지도치과의사가 협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다” (치과의사

1)

“보건소 소속 현장치과위생사의 방문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장애인

치과주치의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 같아 협업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된

다” (치과의사 2)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협업 또한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응답하였고, 이

러한 전문직간(Inter-professional) 의사소통에 있어 ICT 기술처럼 표준화된

도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Foronda 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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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델파이 조사를 통한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에서의 치과위생사 역할에

대한 적절성 평가

고안된 ICT 기반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 내 치과위생사의 업무

적절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업무 적절성을 평가하고,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치과위생사 역할의 적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

다. 2018년 8월부터 10월 까지 22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

였고, 1차 델파이조사는 구강보건진료서비스 전달방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주

체, 서비스 수혜자 범위,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범위, 정책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과 관련된 개방식 질문을 수행하였다.

가. 서비스 제공 주체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의 제공주체로 보건소 소속 치과의사와 치과위생

사가 최초 가정방문 시 동행 이후 치과의사의 온라인 지도 하 치과위생사 단

독으로 가정방문하여 의료기관 의뢰 안내와 구강보건교육 시행에 대한 전문가

의 높은 적절성 평가를 하였다. 또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현행 의료법 문제로 선별검사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제안되었다.

나. 서비스 수혜자

해당지역의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에 대해 ICT 기반 구강보건진료서비스를 이용하여 치과위생사가 방문하여 구

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다. 제공서비스 내용 및 범위

검진, 예방, 교육, 치료 등 포괄적인 관리에 대한 구강보건진료서비스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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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료 연계, 구강상태 선별검사, 원격의료를 통한 업무지시 등에 대한 현행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되

었다.

라. 재원 비용 및 수익원

재원은 현행 취약계층의 의료지원제도와 같이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지

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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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논의 쟁점 평균 CV CVR

서비스

제공

주체

보건소에 소속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함께 가

정방문을 실시한다 5.25 0.26 0.63

보건소에 소속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동행하여

최초 가정방문을 실시한 이후, 두 번째 방문부터는

치과의사의 온라인 지도 하에 치과위생사가 단독으

로 가정을 방문하여 선별검사 및 구강건강관리 교육

을 진행한다

5.81 0.32 0.75

서비스

수혜자

해당 지역의 모든 등록 장애인을 가정방문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3.50 0.51 -0.25

해당 지역의 등록 장애인 중 거동이 어려워서 의료

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장애인을 가정방문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6.63 0.07 1

제공

서비스

내용 및

범위

보건소 치과의생사가 검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정방문에서는 치과위생사는 상위 치과

의료기관 의뢰 안내와 구강보건교육만 실시한다(치

과의사가 업로드 된 환자 구강상태 정보를 토대로

상위 치과의료기관 의뢰 여부를 판단하여 치과위생

사에게 지도함)

5.63 0.22 0.63

가정방문검진 서비스의 검진 기능 확대를 위하여 치

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동행하여 최초 가정방문을

실시한 후에는 치과위생사가 단독으로 가정을 방문

하여 검진 기능을 수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치과의가 업로드 된 환자 구강상태

정보를 토대로 온라인으로 치과위생사의 검진을 지

도함)

5.31 0.32 0.63

재원,

비용 및

수익원

국가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5.56 0.31 0.50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재정을 분담하여 지원한다 5.69 0.29 0.75

Table 11.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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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와 치과위생사 역량기반 평가

1)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수행을 위한 치과위생사 역량

이번 연구에서 치과위생사들이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수행을 위해 필

요로 하는 구체적 역량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 13인에 대한 심층면

접을 수행하였다. 장애인구강보건진료에서 필요한 치과위생사 역량에 대한 판

정은 American Dental Education Association (ADEA)에서 고안된 Core

competencies,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Community

involvement, Patient/client care 분야와 대한치위생학과 교수협의회에서 제시

한 역량분류의 근거인 치과위생사 역량으로 전문직업성, 의사소통, 임상, 지역

사회와 건강증진 분야를 기준으로 필요한 핵심역량을 각각 도출한 결과는 다

음과 같았다.

① 전문직업성

국내에서 고안된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역량 중 전문직업성에 대한 역량은

전문가적 행동, 윤리적 의사결정, 근거중심의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의 세부요소

로 구성되어 있다. ADEA 분류 중 Core competencies에 해당하는 Ethics,

Responsibility for professional actions, Critical thinking skills에 대해 요구되

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역량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에게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에서 필요한 역량평가를 위한 심층면접 결과는 다음과 같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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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강 진료 시에는 더 많은 노력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치과위생

사 1)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있는 현 인력이 추가적으로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

비스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능률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담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숙련된

진료능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과위생사 2)

진료 내적인 전문직업성으로는 치과진료현장에서 전문가적 면모와 행동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로 하며, 전

문가적 역할을 위한 자기학습이 요구되었다.

“진료 외적으로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인 환자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합니다. 현행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나 차상위 환자들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장애인의 치과치료나 진료비지원 등을 얘기해 줄 수 있

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치과의사 3)

세부적으로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와 의료보험제도의 이

해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었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에게 지원 가능한 지원서비

스에 대해서 제도 근거 기반의 보건 활동이 요구되었다. 보건과 복지 연계서

비스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관련 협의체와 연계시스템구축, 전문직 간의 이

해증진과 직무교육, 연계서비스 평가와 보상체계 구축 등이 제시된 바 있으며

(김원진, 2012), 장애인구강진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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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사소통

치과위생사에게 요구되는 의사소통 역량은 환자와 환자의 가족, 동료, 상사

그리고 다른 보건전문가와 다양한 인구집단 간에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

용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이다. ADEA 분류에서는 communication 역량을 핵심

역량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른 심층면접분석 주요 도출 역량은 다음과 같았

다.

“어떠한 응급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비

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소통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치과위생사 1)

“많은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나 병원의 지원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

다. 또한 치과위생사는 환자와 가장 많은 의사소통을 하는 직군으로 감정

노동이 매우 큽니다.” (치과위생사 2)

위와 같이 장애인의 치과치료 특수성으로 응급상황 등 돌발 상황에 대처하

기 위해선 사전에 끊임없이 보호자나 장애인과 소통하고 대화해야 하는 의사

소통 역량이 필요하다(이봉원, 2012). 특히 지적능력, 사회성, 의사소통 능력이

낮은 발달장애인의 치과진료는 소아치과에서 처럼 보호자가 진료에 깊숙이 개

입하게 되어 발달장애인, 치과의료진, 보호자의 삼각관계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되었다(대한소아치과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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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예약 전화 상담 시 일반적으로 환자와 의사소통이 어려워 보호자들

과 통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주소(chief complaint)를 파악하기 어려웠

다. 보호자들이 설명하는 ‘음식을 먹을 때 얼굴을 찡그려요’ ‘양치할 때 칫

솔이 닿으면 피해요’ ‘자고 일어나면 입안에 피가 한가득이에요’ 등 상황설

명에 의해 주소를 짐작해야 했습니다. 정확한 주소 파악이 어렵기에 어떤

치료를 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경우의 수를 설

명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치과위생사 3)

“환자의 마음을 열고 경계심을 풀고 다가오게 할 수 있는 열린 태도와 경

청할 줄 아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장애인 환자들 중에는 피해의식을 가지

고 있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배려있는 마음이

동반되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치과위생사 5)

하지만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 정확한 건강상태에 대해

파악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 오진 또는 잘못된 사후처치로 이어질 수 있다(대

한소아치과학회, 2007). 치과위생사는 치과에 오는 장애인에 대한 첫 번째 접

점으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환자와의 의사소

통을 수행하여야 함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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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응고, 항혈소판 약제들은 서로 기전이 다르고 이런 약물복용 여부는 치

료 이전에 이미 환자에게서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치과위생사가 보통 환자

와 대면하는 시간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환자로 부터 정

확하게 듣고 치과의사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진과 환자 뿐만 아

니라 의료진들 간에도 이러한 얘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한다.” (치과의사

1)

“장애인 환자를 보는 치과위생사는 기본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

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치과의사 3)

치과위생사에 의해 1차로 얻어진 정보는 치과의사의 장애인 치과치료 시 정

확한 진료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참여자간 (Inter-participants) 의사소통과 더불어 전문직간(Inter-professional)

의사소통의 역할도 중요시 되는데, 장애인의 경우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

우가 대부분이므로 치과 치료 시 중요한 약물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경

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사전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대한

역량이 요구되었다.

③ 임상분야

심층면접 인터뷰 결과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치과위생사의 역량은 임상분야

의 치과위생사 역량으로 국내 분류에 따르면 임상치위생(Clinical dental

hygiene)과 임상치과분야(Clinical practice) 역량으로 나뉜다. ADEA의 분류로

patient/client care 역량에 해당되며 심층면접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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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달리 응급상황에 빠른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스케

일링과 같은 치료위주의 의료서비스 제공보다 전문가 잇솔질법(와타나베

법)이나 타액 분비를 도울 수 있는 구강마사지 등의 예방적인 술식과 구강

보건 교육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치과위생사 1)

국내 분류기준 중 임상치위생과 임상치과역량의 세부기준에 의하면 기초의

학과 치과임상학적 지식을 가지고 관리과정에 활용하는 역량이 요구되며, 치

과위생사의 역할 중 예방적인 처치와 구강보건교육의 지속관리에 대한 역할이

필요로 하는 세부역량임이 도출되었다. 이는 공중보건분야의 치과위생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조은별, 2009),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명확한 역

할 설정이 필요하다.

“환자가 처음에 들어올 때 복지카드에 있는 장애유형만 가지고 환자의 행

동이나 태도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환자의 정확한 병력을 파악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치과위생사 2)

“치과위생사가 치아우식증이나 치주병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구강

질환의 임상적 증상(출혈, 색조, 치석 양, 탐침 깊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 수준 (slight, moderate, heavy 등)을 평가하여 치료 필요도를 판단하

는 것이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구강의료서비스의 종류와 양, 주기 등을 결

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치과위생사 5)

전문가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치과위생사에게 요구되는 임상적 역량은 질환

에 대한 정확한 판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구강진료서비스를 위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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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치료 필요도에 대한 판단능력으로 요구되었다. 환자의 정확한 병력과 상

태를 파악하여 치과의사에게 전달하는 것은 장애인처럼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

들의 예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최성림 등, 2003). 임상분야에

서 필요역량으로 행동조절과 전신질환에 따른 약물복용에 대한 이해에 대해

역량이 요구되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경험을 전제로 성향과 행동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격적인 환자는 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의료진이 다

치기 쉽다. ” (치과의사 1)

“유전적 질환이나 과거 병력에 대한 약물에 대해서는 이해가 수반되어야

치과적 주의사항들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얘기해줄 수 있다. 약물 자체

는 포털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게 치과적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제시되지 못하기도 한다.” (치과의사 1)

“장애인은 Medically complex patients 군도 포함된다. 장애인치과에는 신

장투석을 받거나, 암투병 중에 있거나, 혈전용해제를 주기적으로 복용하거

나, 골다공증약 장기복용환자 같은 분들이 방문하게 되는데 이들의 치과치

료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지식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치과의사 2)

“진료 내적으로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은 행동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

요하다. 행동조절이 안되면 애초에 치료의 시작인 검진자체 보다 시작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치과의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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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장애인치과의 주도적 역할은 치과위생사가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치과의사의 주된 역할은 검진과 치료계획이고, 이에 대한 계속관

리, 위험요인파악, 지도, 피드백의 역할을 모두 치과위생사가 수행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치과위생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

고 생각합니다.” (치과의사 2)

“일본의 경우는 관찰, 치료계획 이후에 리콜체크, 교육, 피드백, 예방을 위

한 맞춤형 처치(PMTC, 스케일링) 같은 부분들은 초기 계획 이후에 치과

위생사 2명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치과위생사도 환

자에 구강건강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중재를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치과의사 4)

“장애인구강보건진료를 위한 여러 활동의 권한이 법적으로 치과위생사에게

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건강강상태 스크리닝, 처치필요 확인의 역

할을 줄여야 직접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서도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판정을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

니다. 이외의 정기적인 치면세균막관리, 칫솔질법 교육 및 확인, 식이조절

등의 역할을 넓히면 좋겠습니다.” (치과사 5)

“지금까지는 장애인의 진료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진행되었다면, 앞으로는

치의학, 치위생학, 의학 등이 접목된 전문성을 가지고 환자를 관리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과위생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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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가 장애인구강진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로 계속관리, 위험요

인파악, 지도, 식이조절 등이 언급되었으며, 이를 위한 전문성있는 교육이 필

요하다고 언급되었다. 현재의 이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 권한이 부재한

상태에서 선별검사, 처치필요 확인 등의 역할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이를 제외한 계속구강건강관리, 교육 등의 업무 등을 보다 활발히 수행할 것

이 요구되었다. 일본의 장애인치과분야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살펴보면

장애인치과학회에서 이수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연수 이력에 따라 주어

지는 전문치과위생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생활습관 개선, 섭식연하 재활,

자택 요양지도, 구강건강관리, 전신질환관리, 의과, 치과와의 연계 등의 교육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통하여 장애인구강보건진료에서의 중

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Corporation of Jap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2019).



- 63 -

2) 치위생교육과정과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현황

전국 82개 치위생(학)과 대학 중 총 7개(8.6%) 대학에서 장애인치과학에 대

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 중 이론과 실습 병행 과목은 3과목이었고

이론 과목은 7과목이었으며, 실습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정을 두 개 학기 이상 가르치는 대학은 2개 대

학으로 조사되었다(Table 12).

2016년 온라인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교육과정 6과정 중 장애인과 관련된

보수교육은 0과정(0%)이었고, 2017년은 26개의 교육과정 중 1과정(3.8%)만 존

재하였으며, 2018년은 16개의 보수교육과정 중 1과정(6.2%)만 존재하여, 총 48

과정 중 2과정(4.2%)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교육과정은 2017

년도 47개 과정 중 0건(0%), 2018년도 39과정 중 1과정(2.6%), 2019년도 57개

과정 중 2과정(3.5%)으로 총 143과정 중 3과정(2.1%)만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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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교육제도 개설학년 교육형태 교과목명

K1대학교 3년제 3 이론 특수환자 구강관리 및 임상심리

K2대학교 3년제
3 이론 임상소아치과학

2 이론, 실습 임상응급처치

D대학교 3년제 3 이론 장애인 구강보건관리학

J대학교 3년제 2 이론 소아치과학

K3대학교 4년제

1 이론 행동치과학

2 이론, 실습
치과임상학 및 실습Ⅳ(구강내과

및 특수환자 치료관리)

4 이론 특수치과학

K4대학교 4년제 4 이론 장애인환자 및 노인치과학

N대학교 4년제 3 이론, 실습 지역사회보건학 및 실습

Table 12.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내 장애인 연관 교과목 개설 현황

연도 제목 세부내용

2018
제40회 대한치과위생사

협회 종합학술대회
장애의 개념과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

2019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춘계학술집담회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립경과 보고 및 소

개,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장애인치과학 교과서와

장애인치과진료가이드북 편찬과정 보고 및 소개,

의료에서의 자기결정권, Understanding the

disabled for better care

2019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추계학술집담회

장애인 치과 실점 임상 part 1- 어떻게 치료를

시작하고 계획할 것인가, 중증 장애인 치과진료

비 지원 및 활용 안내, 장애인 환자의 의사소통

및 보호자와의 대화, 협조가 가능한 장애인 환자

의 치료계획 수립, 협조가 어려운 장애인 환자의

치료계획 수립, 전신마취 하 치과계획 수립

Table 13.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내 장애인구강보건진료 연관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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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구강보건진료를 위한 치위생교육의 방향

장애인 구강보건진료를 위한 치위생 교육의 개선방향에 대한 질적분석 결

과, 역량기반 표준화된 교육의 필요, 실습과 체험기반 교육필요, 인성교육의

필요가 주된 개선방안으로 도출되었다.

① 역량 기반의 표준화된 교육 도입

역량이란 지식, 가치, 기술을 겸비하고 최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바람

직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과업수행 능력을 의미한다(Benner, 1984). 이러한

역량기반 교육과정(Competency-based curriculum) 개발은 사회의 주요 인재

를 키워내기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중앙 및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립 확대로 장애인의 치과진료의 접

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치과위생사도 장애인 전문

치과위생사로서 발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임상 전문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보수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치과위생사 1)

“현재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단독 교과목

개설은 전무한 실정이며, 임상치위생학 또는 특수환자관리학 교육과정 안에

서 일부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 또한 최소한으로

만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역량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치과위생사 4)

전문가에 대한 조사결과,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치과위

생사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교육과정에서 장애인구강보건진료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이 부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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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현장에서 장애인 진료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치과위생사는 극소수입

니다.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1년에 한번 장애인 관련 세미

나가 있긴 하나 장애인 진료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대

부분입니다.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치과위생사 2)

“처음 장애인구강진료를 접하게 되었을 때 환자를 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치

료 시 주의사항 구강위생교육 등 정보가 부족했고 근무를 하면서 얻게 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치과위생사 전부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진료

를 하게 되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들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치과위생사 3)

특히, 중앙 및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등 장애인 치과진료 제공기관의

확대와 더불어 장애인 구강관리에 참여하는 치과위생사도 늘어날 수 있는 점

도 감안할 때, 치위생학 교육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분야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치과위생사 양성 표준 교육과정 개발 등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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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습과 체험 기반 교육 도입

장애 유형별 구강관리, 장애 특성 이해 등 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의 이해

폭을 높이며, 이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실습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특이점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시설 실습,

장애인 대상 섭식지도, 직업윤리 등 보다 실질적인 실습의 제공이 필요로 한

다고 조사되었다.

“특히 장애유형별 치료영역별 진료지침과 장애유형별 구강관리에 대한 치

과위생사 역량 및 내용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으며 수행에 대한 실습이 이

루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치과위생사 대상 보수교육 및 연수를 통

해 장애인 치과진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 교

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과위생사 4)

“현재 치위생학과의 교육과정 중 장애인 진료에 대한 교육과정이 없어 학

생들이 장애인진료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

육과정 중 장애인치과 과목을 개설하여 장애 종류에 따른 특성을 알고 진

료 시 유의할 점, 준비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

과위생사 2)

“경험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장

애를 가진 환자라고 해서 구강상태가 특별히 다른 건 없었던 것 같고 일반

적으로 비장애인보다 안 좋았습니다. 교육법으로는 실습 위주의 교육이 효

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극이라던가 실제로 장애를 체험해 보고 파악

할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치과위생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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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장애인치과교육

과 마찬가지로 치위생학교육에서도 장애인환자의 치과치료 혹은 구강관리

에 대한 실습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것

은 졸업 후 진료현장에 나와 장애인환자를 접하게 되면, 익숙치 않은 진료

경험으로 인해 당황하거나 진료거부 등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실습을 바탕

으로 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치과의사 2)

“하나의 방법적인 부분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은 교과과정 내에 의무

적으로 장애인 시설에서의 실습이 필요하다. 반드시 치과분야에 대한 교육

보다는 일반적으로 시설이나 재가에서 수행되는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 예를 들면 섭식지도나 휠체어 밀어드리기 등에 대한 직접적인 수행

을 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치과의사

4)

“현재 모든 치위생(학)과에서 학생들이 장애인 치위생학을 수강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장애의

분류, 그에 따른 특징 및 치료 중 주의할 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

는 직업윤리의 강화 및 실습을 포함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과의사 5)

“대부분의 학교에서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이 국가고시 교과목에 한정적으로

편성되고 있어서 장애인치과학 교과목이 정규과정으로 들어있는 경우는 많

지 않다. 대부분의 학교는 지역사회구강보건학 교과목 중 일부 챕터에서

장애인 구강관리에 관한 내용을 배우지만 실제 이론에 국한된 경우가 대부

분이다. 따라서 장애인 치과학 교과목을 정규 과정으로 편성할 뿐만 아니

라 실습까지 병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치과의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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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성 교육

전문 의료직은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높은 도덕적 가치와 인성적 특성을 가

지는 것으로 기대되고, 유사직종인 간호사의 인성에 대한 많은 선행논문에서

인간을 간호하는 간호사의 인성은 환자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되었다(박정혜, 2016). 치과위생사 또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으로

서 치위생 교육과정에서의 인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 함양은 중요한 가치로 평가된다(이선미 & 박지은, 2019).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은 강의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장애

인 환자에 대한 태도는 의료 기술 부분의 강의로는 해결이 안된다. 따라서

현장실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느낀점을 바탕으로 숭고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리잡은 인성이 장애인치과에

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치과의사 1)

“기술적인 부분이 늘어난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치과치료를 수행하는데

크게 달라지는 부분보다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경험을 통한 전달이나 마음

에 닿을 수 있는 사례들을 접해볼 필요하다고 봅니다. 치과진료 또한 사람

과 사람사이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의 마음가짐에 따라 임상

에서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치과의사 3)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윤리나 도덕을 이론적으로 배운다

고 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직

접 느낄 수 있는 본보기나 롤모델들에 대한 사람이 없으면 이론적인 교육

이 그냥 학문적인 부분에 그칠 뿐이다. 그런 좋은 본보기들과 사례들이 증

언되고 숭고한 전문의료인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나중에 장애인치과에

대해서 치과위생사들이 제대로 된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치과의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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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은 강의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장애

인 환자에 대한 태도는 의료 기술부분의 강의로는 해결이 안된다. 따라서

현장실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느낀점을 바탕으로 숭고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리잡은 인성이 장애인치과에

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치과의사 1)

“기술적인 부분이 늘어난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치과치료를 수행하는데

크게 달라지는 부분보다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경험을 통한 전달이나 마음

에 닿을 수 있는 사례들을 접해볼 필요하다고 봅니다. 치과진료 또한 사람

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의 마음가짐에 따라 임상

에서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치과의사 3)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윤리나 도덕을 이론적으로 배운다

고 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직

접 느낄 수 있는 본보기나 롤모델들에 대한 사람이 없으면 이론적인 교육

이 그냥 학문적인 부분에 그칠 뿐이다. 그런 좋은 본보기들과 사례들이 증

언되고 숭고한 전문의료인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나중에 장애인치과에

대해서 치과위생사들이 제대로 된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치과의사 4)

이번 조사결과 장애인 진료에 필요한 치과위생사의 인성교육으로는 장애인

을 도와줄 수 있는 숭고한 봉사정신 함양과 마음가짐을 기를 수 있는 교육 등

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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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고 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구강건강상태가 열악하며, 장애인구강보건진료

공급자와 수요자 요구도 조사결과, 치과진료의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장애인의 치과적 문제다(Baird

등, 2008; British Society of Disability and Oral health, 2001; Edward &

Merry, 2002). 이러한 구강보건진료의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ICT 기반의

구강보건진료서비스를 구축하였고,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서비스는 장애인을

위한 보완 대체 의사소통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분야의 연구나 e-헬스케어 중심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황준길 등, 2006). 또한 헬스케어에서 정보통신기술로 인한 의사소통 향상은

환자의 좋은 예후와 지속적인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고안된 ICT 기반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과위

생사는 한국에서 의료기사로 분류되며, 치과진료 업무와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실제로 수행되는 치과

위생사의 역할은 주로 치과진료 보조업무에 국한되는 실정이다(김응권, 2014).

연구결과 고안된 ICT 기반 장애인구강보건진료에서의 치과위생사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자의 접점으로 일차적인 스크리닝과 상담 치과의사 연계, 지도치

과의사 지도 하 계속구강건강관리와 직접방문구강건강관리 역할을 수행하였

다. 이러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의료경영컨설팅, 공급자 심층면접, 델파이조

사를 통한 업무 타당도 분석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의과분야에서 스스

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박정숙 & 오윤정, 2014).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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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사업은 비용 편익과 건강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의 공공보건사업 서비스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

으며 치과분야도 이러한 취약계층 대상 구강건강관리 전담인력과 편익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이정애 등, 2006; 장현숙 등, 2006; 조경숙 & 장종화, 2010).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내 치과위생사 역할을 정의하기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 인식과 요구도 조사 결과, 장애인 구강진료의 장벽으로 낮은 접근성과

비싼 진료비로 인하여 구강관리가 안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염동문(2014)

의 연구에 따르면, 의료이용 불평등은 일반의료서비스에서도 나타났고, 이로

인한 보건의료비 불평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방문보건사업은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접근성이 낮고, 스스

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취약인구집단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허현희 등,

2017). 하지만 신선정 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방문구강보건사업은 다른 방

문보건사업에 비해 실시율이 낮고, 사업수행 인력부족과 방문구강보건사업을

위한 표준화 작업이 부재하다고 보고되었다.

ICT 기반의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치과위생사

를 활용한 방문구강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해 매우 유용할 수 있음이 평가되었

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제한적인 부분으로 기술분야, 제도분야, 역량분야, 인

력충원분야의 문제점이 각각 제기되었다. 먼저 기술분야로 ICT기술의 활용을

통한 민감정보관리는 보안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 보안기술의 발전

으로 인해, 통합보안모델(손우용 & 송정길, 2004), 바이오인식을 통한 원격의

료에서의 개인정보보호(신용녀 & 전명근, 2010), 데이터 베이스 경량암호화 기

법(박한나 등, 2012) 등 여러 가지 보안 수단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도분야에서 보건소 이용인구의 급증과 치과의사 인력수급의 문제, 원격의

료 체계 치과위생사 미포함으로 인하여,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의 한계가

예상되었으며,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출된 안으로 직업역량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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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설과 장애인 구강보건진료를 위한 원격의료체계 구축과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치과위생사 원격의료 제도 포함 필요가 요

구되었다. 하지만 원격의료 체계는 건강보험수가, 의료정보보호, 안정성 등의

선결과제가 요구되며(전영주, 2014), 원격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철저

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다(이용민, 2016).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진의 심층면접 분석과 델파이 조사 결과 치과위생

사의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모델 내에서의 역할 수행의 목적달성 가능성,

제공주체의 적절성, 제공서비스의 적절성, 제공 주체간 협업의 용이성이 높게

분석되었고, ICT 기반 장애인구강보건진료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 수행의 타

당성과 현실 도입 가능성이 높게 판단되었다.

치과위생사의 교육은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치과처치를 중심으로 한 구강보건

인력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구강보건향상과 구강위생관리를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구강보건교육자라 정의된다(이은숙 등, 2003). 하지만 법적인

근거와 인력양성 목표와 다르게 많은 치과위생사들이 주로 진료보조업무만 수

행하고 있으며, 현재 간호조무사와 주된 업무 항목이 동일하며, 역할과 업무범

위가 불분명하다(안용순 등, 2006). 또한 고유업무에 대한 요구 부족으로 이직

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직무만족도가 낮은 편이다(최경희 & 유미선, 2005). 지

역보건기관을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 담당 치과위생사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치과위생사들의 직무관련 보수교육 이수현황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한여

정 등, 2019). 특히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진료 접근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은 치과위생사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배수명 등, 2016).

이번 연구 결과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대되는 역량은

대한치위생학과 교수협의회에서 제시된 역량 중 전문가적행동, 의사소통, 임상

3가지 분야, ADEA에서 고안된 역량 중 ethics, responsibility for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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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s, critical thinking skills 분야에 대한 역량이 요구되었다. 특히 전문적

지식과 이에 대한 적용, 환자와의 소통이 필요로 하는 임상치위생과 의사소통

에 대한 역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배수명 등(2013)의 연구에 따르면 치과

위생사의 주된 역할은 보건의료인으로서 건강한 사회실현에 기여하는 전문직

업인으로 맡은 직업적 책무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가지는 만큼 가져야 하는 역

량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선진

국에서는 이미 치과위생사가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의 최접점으로 환자의

계속구강건강관리와 구강보건교육 등 전문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된다.

이번 연구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의사소통으로 정의된 참여자간

(Inter-participants) 의사소통은 환자가 치료를 받는 과정과 자기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치료에서의 자기관리에 대한 능력증대와 좋은 질병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Grant & Hawken, 2000). 이러한 공유된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치과치료환자에게 매우 중요한데,

생활습관 변화와 중장기적인 관리 등으로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

고 실제 장애인치과 임상현장에서의 공유의사결정이 매우 부족한 실태이다(김

진우 & 송남영, 2010).

진료의 시간적 공간적 제한으로 인한 의사소통 단절 문제는 구조적 문제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이나 병원 자체적으로 개선이 어려운 부분으로

특히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사업에서는 접근성의 저하로 인한

의료 이용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다(전해숙 & 강상

경, 2013).

의사소통은 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나 수집된 정보들을 정리하

고 재생산 해주는 정보통신기술 등은 커뮤니케이션이 갖는 중요한 역할에 매

개체가 될 수 있다(허진 & 최성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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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 도입한 정보통신기술(ICT)은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중

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참여자 간 의사소통과 전문직 간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존에 제공되던 의료서비스의 형태는 관리자 중

심의 단방향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사용자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높았

으나(김혜경 등, 2010), 이번 연구에서 도입된 정보통신기술 기반 장애인 구강

보건진료서비스는 기존의 보건진료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공급자와 수요

자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전문가에 의하여 타당도가 적정함이 평

가되었다.

구강보건진료분야에서 이러한 정보통신기술기반의 서비스 제공 평가는 드물

게 수행 평가된 방식으로 최접점의 중재자(mediator)로서의 치과위생사의 역

할이 중요하게 평가되었다(보건복지부, 2018). 정보통신기술 기반 장애인구강

보건진료에서 치과위생사의 정의된 역할은 구강보건상담, 진료기관연계, 구강

건강 스크리닝, 계속구강건강관리(치과의사 지도 하), 방문구강건강관리(치과

의사 지도 하), 사례관리 등이다.

보건의료직의 실제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역량중심의

개선이 필요하며(조혜영, 2015), 치위생교육과정에서도 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

육과정 개편이 수행되고 있다(배수명 등, 2018). 하지만 장애인 구강보건진료

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량에 관련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장애인은 장애

로 인하여 전신질환 또는 치과적 장애가 동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이러

한 특수성을 고려한 임상 업무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김선

미, 2001). 하지만 연구결과 국내 장애인구강보건진료와 관련되어 수행되는 업

무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과 관련된 교과목을 가르치

는 치위생(학)과 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Table 12), 전체 82개 대학 중 7개

인 8.6%에 그치는 실정으로 전 교과목에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실

정이다. 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 면허취득 후 받게 되는 보수교육에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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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 최근 3년 동안 온라인 교육과정 2과정, 오프라인 교육과정 4과정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Table 13).

이번 연구에서 치위생학 교육분야와 장애인치과 임상분야에 종사하는 치과

의사 치과위생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장애인구강보건진료 역할 수행을 위해 치

과위생사에게 필요한 역량과 교육과정을 조사한 결과 역량기반의 표준화된 교

육도입, 실습과 체험 기반의 교육 도입, 인성교육과정 신설 등이 요구되었다.

치위생학 교육을 비롯한 보건의료직 교육에선 이미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

경에서의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을 위한 표준화 교육이 수행되고 있다(원

복연 등, 2013; 박남수, 2014; 이진수 & 양승훈, 2014; 최용금 등, 2017; 신선

정, 2017). 하지만 장애인구강보건진료분야에서의 표준화된 교육에 대한 연구

가 전무한 실정이며, 치과위생사의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이번

연구를 통하여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실습과 체험 교육은 임상만족도와 전문직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기초능력요소를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양승경, 2015;

최옥선 등, 2015). 실습 위주의 교육은 임상실습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요구된다고 보고되었다(신선정 등, 2017).

국내 치위생학 교육과정과 보수교육 내에서 장애인 치과진료분야에서는 실습

관련 교과목이 부족하며 존재하는 교육과정도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짧은 교

육과정만이 존재하는 실태가 분석되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선은 장애인구

강보건진료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임상추론 실습교육프로그램은 보

건의료직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허혜경 등, 2013).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방안은 대학에서 부터 시작해야

하며, 치과위생사의 역량을 바탕으로 한 실습 중심의 직간접적인 장애인에 대

한 경험과 실무를 바탕으로 내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석되었다. 보건의료 교육분야에서 역량기반교육은 현 사회에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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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추구한다(보건복지부,

2012). 특히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치과위생사에게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문제

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많으며, 이에 따라 문제를 효과적, 전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절실하다(김솔 등, 2016).

인간의 행동과 심리적인 이해를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요인으로 인성을

들 수 있는데, 보건진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성은 의료서비스에 필

수적인 요소로 전문직업관 확립의 기초가 되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Lim 등, 2018). 기존의 우리나라 인성교육

은 도적적 직업적 윤리에 집중되어 생활의 실천으로 이어가는데 한계가 있었

으며,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방식의 접근과 내적동기를 이끌

어 내기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선미 & 박지은. 2019). 연구결

과, 이론 위주의 교육보다는 전문 의료진으로서의 숭고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인성교육에 대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간호학에서의 생명존

중의식과 전인적 돌봄의 실천은 교육에 근간하고 이러한 전인간호가 의료에서

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윤매옥, 2016). 또한 임상실습 교과목에서 일의 의미와 소명

의식을 함양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원동력이 된다고 보고되었다(박주영 &

우정희, 2018). 국외의 치위생학교육의 경우 치과위생사 면허와 동시에 사회복

지사, 양호교사 등 선택적으로 동시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한 교육과정 편성으로 사회에서의 치과위생사 역할 수행에 있도록 하였다

(정현자 & 후지와라, 2010).

이번 연구를 통해 ICT 기반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는 환자와 의료진의

의사소통에서의 개선 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의료진 사이의 의사소통 전달과정

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총 146명의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스크리닝

데이터베이스 공유 사진자료 전송, 업무지시 수행과 같은 의료진과 의료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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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진료데이터의 공유와 업무지시가 수행되었고,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에

서의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원격의료의 수행에도 적절한 역할 수행이 가능한

기술적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환자와 의료진간의 의사소통 창구로서 구

강보건상담, 구강보건진료서비스 정보 제공, 구강보건교육 제공 등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였으며, 대상자 심층면접을 통해 높은 만족도와 업무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결과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재가방문을 통한 구강보건서비

스 제공은 단순히 치과병의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뛰어넘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구강보건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차원 더 보강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정량적 평가연구에서 계측이 어려운 타당도 평가와 치위생 역

량 도출과 역량에 기반한 교육개선안 도출을 정성적 방법을 통해 제시하고 있

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부 치위생 교육자들과 장애인 전문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므로 표본의 크기가 적고, 표본의 대표성을 검증할 수 없

는 질적연구방법의 한계로 인해 이번 연구결과를 전체 장애인구강보건진료와

치위생학 전문가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에 연구대상을 확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되며, 시범사업 확대를 통한 효과평가와 치위생 역량 판정을 위한

다각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구강보건권역센터는 10개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국 14개 권역센터로 확장해 지역 장애인 환자에 대한 치과

치료 및 공공보건사업을 담당하는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보건복

지부, 2018).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서비스가 늘어나

고 있고 복지중심의 정책이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늘어가는 장애인 구강진료기

관에 비해서 전문 구강보건인력이 양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김춘배 & 김

판석, 2012). 장애인의 구강보건진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의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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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역할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역량기반의 교육과정 개편이 필수적이다.

도출된 치과위생사의 필수역량기반의 교육제도개선과 관련 인프라가 보강될

때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될 수 있으며, 치과위

생사가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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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이번 연구는 ICT 기반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에서 치과위생사 역할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구강보건진료발전을 위한 치과위생사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블다이몬드프레임의 연구 틀로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을 기획하였으며,

2016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수요자와 공급자 대상 심층인터뷰와 비즈니

스 모델링을 바탕으로 ICT 기반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을 고안하였다. 의료

경영컨설팅, 심층면접,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 내 치

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제

공을 위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설정을 위하여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한 역량모델

링을 수행하였으며, 기존 연구된 치과위생사의 필수 역량 중 장애인 구강보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역량을 도출하였다. 또한 치위생 교육분야에서의

보완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질적분석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ICT 기반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모델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주요역할은 구강보

건상담, 방문구강건강관리, 구강보건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

되었다.

2.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과위생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전

문가적 행동, 의사소통, 임상 분야의 총 3가지 주요 역량이 필요하였다.

3. 치위생학 교육의 개선방향은 역량 기반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도입, 실습

과 체험 기반 교육 도입, 인성교육 도입이 요구되었다.

즉, 장애인의 구강보건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과위생사의 주요역할은 전

문인으로서 전문가적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며, 교육제도 개선과 업무범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 구강보건진료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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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etency of dental hygienist in

ICT-based oral health care service

model for people with special

needs

LEE, Jae-Young

(Directed by Prof. JIN, Bo-Hyoung, DDS, MSD, PhD)

Department of Preventive and Social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1.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ole of dental hygienists i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based oral healthcare service

model for disabled people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ental hygiene system within the development of oral health care for this

population in Korea.

2. Methods

This study defined the role of dental hygienists in the ICT 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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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service model for disabled people and identified the competencies

of dental hygienists regarding oral health care service. The ICT-based oral

health care service model, including the dental hygienist role, was designed

and validated through the double diamond method. The adequacy of the

dental hygienist role was evaluated through medical management

consulting, in-depth interviews with suppliers, and Delphi survey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3 experts in oral health care for

the disabled to evaluate dental hygienists’ competencies required to perform

oral health care services for this population and identify improvement

strategies regarding dental hygiene education. Based on data collected and

identified competencies for dental hygienists, competency modeling was

performed using a deductive method regarding the attributes of dental

hygienists sought by experts.

3. Results

Business modeling based on the assessment of needs and demands of

consumers and suppliers was conducted. Later, an ICT-based oral health

care service model was designed, which included the definition of the role

of dental hygienists, as a key partnership. To evaluate the validity of

dental hygienists’ role in the oral health care service model, health care

management consulting, in-depth interviews with suppliers, and Delphi

surveys were conducted. Results showed a high adequacy of the designed

role of on-site dental hygienists.

As a result of analyzing in-depth interviews of experts on dental

hygienists’ competencies required for oral health care service address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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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led people, it was found that these competencies mainly involved four

areas: professional behavior, communications skills, clinical dental hygiene,

and clinical practice. Measures to improve the clinical and educational

aspects of oral health care service for disabled people were also derived.

In conclusion, this study identified the institutional problems and required

dental hygienist capabilities when oral health care services are provided for

the disabled. Additionally, improvement measures with clinical and

educational applicability were identified.

Keywords : Communication system, Dental hygienist, Disability, Oral

health,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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