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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1. 목 적 

치과의사들은 치과 치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다스리기 위해 다양한 

행동조절 방법들을 이용하여 왔다. 이러한 행동조절법 중 약물에 의한 조절 

방법인 진정법은 유용하나, 간혹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여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치과에서 진정법은 적절한 교육을 받은 

치과의사가 진정법이 필요한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실제 

치과 진정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종류와 적용된 환자의 특성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진다. 최근 보건의로 

빅데이터의 출현은 과거와 달리 전체 자료의 실질적 실태를 보다 유리하게 

조사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진정법 실태를 

파악해보았다.  

 

2. 방 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치과 

진정법에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 약물8 종류를 제시하였고 2007년 1월부터 

2019 년 9 월까지 이 진정 약품 사용 기록이 있는 치과 환자의 모든 건강보험 

청구 명세서를 요구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진정 약제 종류별 통계 및 

연도별, 지역별, 의료 기관별, 환자별 통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진정법 

실태에 영향을 줄 만한 기여요인을 추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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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제공된 자료의 분석에 의하면 2007 년 1 월부터 2019 년 9 월까지 치과 

진정법을 받은 환자 수는 786,003 명이었고, 이들이 받은 진정법 시행 

건수는 모두 1,649,688 건이었다. 약품 진료비 청구가 가능한 진정 약제 중 

아산화질소(N2O)를 이용한 흡입진정의 경우가 86.8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아산화질소 진정법의 청구 건수는 년도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정 약제 종류별로는 아산화질소 단독,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Midazolam) 혼합 사용은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클로랄하이드레이트(Chloral hydrate)의 경우는 단독사용을 비롯해 혼합 

사용에서도 점차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양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정법을 시행 받는 환자 나이에 있어서도 2007 년에서 0-2 세가 가장 

많았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증가해 2019 년에는 8-15 세가 가장 

많았다. 진정법 시행 의료기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진정법 환자들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게 나타났다. 사용이 증가하는 

진정약제의 특성상 1회 진정시간은 줄어들고 진정횟수는 늘어나는 추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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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보험이 적용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용기록이 제출되는 아산화질소 

흡입진정의 경우, 상세하고 방대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의료정보 분석을 할 

수 있었다. 분석에 의하면 안전성이 높은 약제인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의 

경우 그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클로랄하이드레이트의 사용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진정법 적용 나이도 점점 증가해 진정법 시행에 있어서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보건의료빅데이터, 치과 진정법, 아산화질소 

학   번 : 2018-3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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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과 진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을 가진다. 1987 년 

Milogram 등[1]에 의한 미국 전체 인구의 6~14%가 치과 공포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와 2016 년 Appukuttan 등[2]이 발표한 치과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의 치과진료 회피로 인한 구강건강 문제의 악순환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치과 공포증이 가지는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행동조절 요법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중 약물에 의한 조절방법인 진정법은 비약물적 요법들에 

비해 보다 확실한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환자와 술자들에 의해 선택, 

시행되어 오고 있다[3]. 한국에서도 소아와 장애인 환자에게 주로 

사용되어오던 진정법이 아산화질소 진정약제의 보험적용(2014. 6 월 

시행)과 같은 의료 보험 제도의 변화와 진정법을 이용한 위, 대장내시경 

검사의 보편화 등의 의료환경 변화로 인해 최근  그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4].  

 

약물에 의한 진정법은 진정의 정도에 따라서, 혹은 사용 약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2 

1) 진정 정도에 따른 진정 분류  

 

1999 년 미국마취과학회(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ASA)에서는 진정의 정도를 최소 진정(Minimal sedation), 중등도 

진정(Moderate sedation/analgesia), 깊은 진정(Deep 

sedation/analgesia), 전신마취(General anesthesia)의 4 단계로 

구분하였다[5]. ` 

 

i) 최소 진정(Minimal sedation)   

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약물로 인한 불안감을 완화하는 

정도의 깊이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 환자는 구두명령에 반응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은 저하되나 심혈관계 기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ii) 중등도 진정(Moderate sedation) 

  환자가 외부 자극(언어 또는 촉각)에 반응할 수 있는 정도의 의식 저하 

상태를 나타낸다. 즉, 명확한 목소리의 구두 명령이나 가벼운 

어깨두드림에 환자는 반응할 수 있다. 기도 반사, 자연 환기 및 심혈관 

기능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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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깊은 진정(Deep sedation) 

이 단계에서 환자는 술 식 중도에 저절로 각성될 수 없지만 반복되거나 

고통스러운 자극에 의도적으로 반응하는 정도의 의식 저하 상태를 

나타낸다. 환자는 기도 반사 또는 자발적 인공 호흡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지만 심혈관 기능은 대개 유지된다. 

 

iv) 전신마취(General anesthesia) 

환자는 무의식 상태를 나타내며 자율 신경계는 외과적 자극에 반응을 

할 수 없는 단계이다. 이 상태에서 환자 스스로의 환기를 유지하는 

능력은 대개 소실되어 기도 확보나 양압환기가 요구되기도 한다. 

심혈관계 기능은 약화된다.  

 

 

2) 진정에 사용되는 약제 

i)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N2O) 

  불안해 하는 환자의 진정에 널리 쓰이는 약물로써 주로 소아치과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어진다[6]. 흡입 마취제인 아산화질소는 산소에 

30~70% 혼합되어 진정과 진통작용을 나타낸다. 빠른 약물 발현 시간 

(1~2 분)과 짧은 작용 지속 시간(5 분)을 가진다. 중추신경계(Centric 

Nerve System:  CNS)의 아편 수용체에 결합하여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부작용으로는 구토와 저산소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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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가 작용하는 동안 기분이 좋아지거나 약간 달콤하게 느껴지는 

냄새로 인해 소아환자에게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진통 작용보다 진정 작용이 더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경미한 

시술의 경우가 아니면 진통제와 병용 투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7].  

 

ii) 클로랄하이드레이트(Chloral hydrate: Pocral® syrup, 

포크랄 시럽) 

1832 년 독일 화학자인 Justus von Liebig 에 의해 에탄올의 

염소화를 통해 합성된 이 후, 1890 년부터 임상적으로 사용되어 온 

진정수면유도제이다. 경구 투여 시 발현은 30~60 분, 작용 기간은 

2~8 시간, 반감기는 7~11 시간으로 매우 긴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8]. 

임상 지침에 따르면, 소아진정에 포크랄 시럽을 추천용량인 50~70 

mg/kg 으로 단독 사용하면 큰 위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구진정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약물 안전성에 대한 표준화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러한 문제로 세계적으로 사용이 감소하고 있다[9].  

 

iii) 하이드록시진(Hydroxyzine) 

항히스타민제로서 진정작용, 항경련작용, 진토작용을 나타낸다. 

하이드록시진 단독 사용은 경도나 중등도의 공포가 있는 어린이의 

진정법에 국한되고 더 무서워하는 어린이에서는 다른 진정제와 

병용하는데 특히 위장관 자극이 많은 클로랄하이드레이트의 투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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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사용된다. 다른 항불안제와 병용될 때 진정효과를 증진시키고, 

진정제의 용량과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주로 약물 

보조제로 쓰인다[10, 11].  

하이드록시진은 문헌상의 여러 보고를 종합 할 때 소아진정용 약제로 

가치가 있음이 분명하지만 적정용량을 확립 하는데 아직 문제점이 

남아있다[12]. 

   

iv) 미다졸람(Midazolam) 

벤조다이아제핀(Benzodiazepine) 계열의 대표적 약물로서 

정주통이 없으며 진정 중 기억 상실효과가 우수하여 항 불안 요소를 얻을 

수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다[13]. 혈액-뇌 장벽을 쉽게 

통과하여 5 분 이내에 진정 작용을 나타내며 30 분 정도의 작용시간을 

갖는다. 비교적 짧은 배설 반감기를 갖고 있으나 회복이 느리며 졸음과 

착란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다[14].  

고용량에서는 호흡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데 특히 아편유사진통제와 

함께 투여 시 무호흡 발생 경향이 높아진다. 저혈압 또한 다른 중추신경 

억제제와 병용 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특히 아편유사진통제와 

함께 투여 시 용량을 감소시켜야 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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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트리아졸람(Triazolam) 

벤조다이아제핀 유도체인 트리아졸람은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는 

진정제이다. 짧은 반감기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불면증에 많이 사용된다 

[15]. 

 

vi) 프로포폴(Propofol) 

10 % 지질용액을 이용하여 제조된 알킬 페놀 유도체 화합물로써 오랜 

기간 지속 주입 후에도 반감기(half-time)가 짧고, 빠르고 쉽게 적정이 

되는 약제이다. 회복의 질이 좋고 오심, 구토의 빈도가 낮아 외래 환자의 

진정에 적합하다. 전형적인 진정용량(25 ~75mcg/kg/min)에서 미미한 

진통 효과를 가지나 국소마취나 부위마취에 의해 진통 효과를 얻는다면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약제이다. 회복 후 졸음, 착란의 빈도가 

낮고 명쾌하게 깨어나는 우수 한 특성이 있어서 특히 당일 외래 수술에 

적합하고 수술 중 진정 심도 변화에 보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주통과 기억 상실 효과가 낮은 단점이 있다[16].  

 

vii) 세보플루란(Sevoflurane) 

  1971 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gamma-Aminobutyric acid (GABA) 

수용기를 통한 GABA 억제성 신경전달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휘발성 흡입마취제이다. 향이 좋으며 빠른 흡수와 제거율이 낮은 혈액내 

가스 분배계수로 짧은 개시와 종료시간을 가진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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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덱스메데토미딘(Dexmedetomidine) 

진정, 불안 해소 및 진통 작용을 나타낸다. 알파 2 

아드레날린(alpha2-adrenergic agonist)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며 

아편유사진통제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수술 및 치료 전 삽관 하지 않은 

환자의 진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18]. 

 

  이러한 대표적 약제들은 술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진정법 적용에 있어서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 했거나 

환자감시를 잘 시행하지 못했을 시 중추 신경계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고 

심각한 부작용과 합병증을 유발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19]. 이에 선진국 여러 나라 에서는 약물을 

이용한 진정법의 안전한 적용을 위한 방안으로 치과 대학 교육 과정 이나 

수련과정 중에 진정법 사용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20]. 

또 한 최신 정보를 담고 있는 근거 중심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진정법 

시행에 있어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21]. 이렇듯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의료행위에 

대한 교육 정책의 수립과 가이드라인의 제작에 있어서는 그 의료 행위가 

시행되는 현장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선시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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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태 파악의 방법  

i) 설문조사(Survey) 

 설문조사는 제시된 설문 문항의 대답을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그 결과 

자료를 얻는 방법을 말한다. 조사 대상이 광범위할 때 대표성을 띈 표본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면서도 신뢰성이 높은 양질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특유의 장점을 

가진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여러 분야에서 대표적인 조사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22]. 그러나 특정 조사대상자들이 설문에 대해 편향된 응답을 하게 

되는 경우도 가능하며, 민감하게 느껴지는 문항에 의도적으로 답하지 않거나 

거짓된 답변을 하게 된다면 신뢰성이 낮은 자료를 얻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에 있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설문지에 답해야 할 경우, 조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 설문응답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그들 입장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여겨지는 문항에 일일이 응답하지 않거나 조사 참여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23-25]. 이러한 설문 답변들은 조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낮추며 연관된 정책에 사용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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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코호트 연구(Retrospective cohort study) 

 코호트(cohort)란 특정 인구 집단을 뜻하며, 코호트 연구는 특정 인자에 

노출되는 것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할 때 질병이 없는 

연구대상자들을 모아서 특정 인자 노출여부를 확인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질병이 발생하는지 조사하여 인자와 질병 발생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연구를 뜻한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고, 모집한 

대상자들을 시간에 따라 추적 조사하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 (Prospective 

cohort study)와 기존에 있는 기록이나 기억 등을 통해 특정 인자 

노출여부와 질병 발생 여부에 대한 자료를 얻는 연구방법인 후향적 코호트 

(Retrospective cohort study)가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희귀요인 및 다양한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질병위험도를 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경우에 따라 추적 

조사하고 있는 임상 건을 놓치거나 누락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희귀질병의 경우 추적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으며 추적기간이 

길어지면 다른 편향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다[26]. 

  

iii) 빅데이터 분석 연구 

‘빅데이터’는  매킨지에서 2011 년 5 월 인터넷 데이터의 증가가 전 

세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빅데이터(big data)라는 

이름으로 발표함으로써 사용되어 지게 됐다[27]. 빅데이터를 데이터 용량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처리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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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세트로 정의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나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나 국가가 미래에 경쟁력을 갖게 되며, 따라서 국가나 기업은 

빅데이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빅데이터의 특징은 3V 로 

요약하는데 데이터의 양(Volume), 데이터 생성 속도(Velocity), 형태의 

다양성(Variety)을 의미한다(O’Reilly Radar Team, 2012). 최근에는 

가치(Value)나 복잡성(Complexity)을 덧붙이기도 한다. 여러 분야에서 

생성되고 있는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경험하는 현재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짐 그레이는 과학의 방법론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제 4 

패러다임(The Fourth Paradigm)을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최초의 과학은 자연현상을 관찰함으로 시작되었고, 다음으로 자연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을 만드는 방식으로 과학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뉴턴의 법칙이 좋은 예이다. 이후 컴퓨터가 등장한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은 

복잡한 현상을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제 4 패러다임은 이제는 

측정 장치에 의해 얻어진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로 분석하여 새롭게 얻은 

지식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음을 주장한다[28].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빅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으며 한국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전국민 의료보험적용을 시행한 이 후 축적된 방대한 

양의 건강보험청구 내역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데이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시간적 변화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이전 

방법으로 시도하기 어려웠던 주제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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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에서 진정법 실태 파악을 위하여 진행된 연구   

 

한국에서도 환자들에게 양질의 치과진료의 제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그 

기초가 되는 진정법 관련 여러 실태 조사 및 2010 년과 2015 년에 치과 

진정법 가이드라인 발표가 있어 왔다[29].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는 

2014 년 서울대에서 발표된 ‘치과 치료 시 진정법 시행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와 대한소아치과학회지에 발표된 ‘소아 치과의사의 진정법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가 있었고 그 후속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30, 

31]. 2014 년 배 등[30]이 발표한 진정법 실태조사 연구를 살펴보면 

대한치과마취과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사용하였고 회수된 

181 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된 

대한치과마취과학회 회원들은 치과진정법에 있어서 관심이 있으며 관련 

연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개연성이 일반 치과의사들보다 크기에 연구 

표본의 대표성으로는 타당하다 하겠으나 응답된 연구자료의 조사 기간이 

짧고 자료의 양이 많지 않아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2019 년 김 등[4]이 발표한 실태조사 연구는 2008 년부터 2017 년 

까지의 원내 기록을 이용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이다. 이는 충분한 조사 

기간을 가지지만 특정 기관에 국한된 자료만을 이용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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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치과학회에서는 2015 년부터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정법 

시행 시 환자 정보, 치료 내용 및 시행한 진정법 관련 정보를 학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빅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서 정보 등록은 회원의 자율 의사에 의하여 행해지고, 

그러므로 학회 회원들의 진정법 시행 정보 등록율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감독 기관이 없어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도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보다 광범위한 조사기간을 가지며 감독기관의 검증으로 신뢰성이 

높은 대한민국 전체 자료를 분석해 볼 수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분석은 

아직 시도된 적이 없어 의미 있다 하겠다. 

 

 

5) 한국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우리나라는 1989 년 7 월 1 일부터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이 통합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 진료를 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행한 진료 행위 및 약제에 대한 기록을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기입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였다(1963 년 

12 월「의료보험법 제정」, 2000 년 7 월「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를 

통해 심평원은 보험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의 진료 내역, 상병 코드, 청구 코드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축적된 전 국민에 대한 보험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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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코드화 되어 빅데이터의 형태로 심평원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결과들을 얻으려 

노력하고 있다[32].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의 활용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빅데이터 사용 방법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운영하며 

이 시스템을 통해 심평원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한다.  연구자료의 

제공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산하기관, 연구 중심 병원 및 학술 

연구 수행기관 등 민간 및 공공 부분의 산·학·연 관계자들이다.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는 보건의료 자료의 경우 건강보험자료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맞춤형 자료 제공 시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 가능한 형태의 

자료만 제공한다. 맞춤형 자료에는 제공된 정보의 양과 사용기간에 따라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 서비스 신청 후 정보의 이용방법은 방문이용(원주 

본원:15석, 서울:13석, 부산:2석, 대구:2석, 광주:2석, 대전:2석, 수원:2석, 

의정부:2 석, 전주:2 석, 인천:2 석), 또는 이용자가 원격분석시스템을 이용해 

원하는 장소에서 원격접속(가상화 PC)을 통해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SAS Enterprise Guide, SAS Visual Analytics, 

R-Studio 를 이용한 R 분석, 시각화 분석 서비스가 제공된다. 분석된 



 

 14 

데이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반출 신청하여 허가를 얻은 후 사용 

가능하다.  

심평원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제약적인 특정 모집단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 기간 또한 기존연구보다 

길어(약 13 년) 시간적 흐름에 따른 진정법 사용의 변화 추이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못했던 국내에서 행하여 지고 있는 치과 진정법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해 볼 것이며 그 특징을 파악해 진정법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기여요인이 있는가를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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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사용된 적이 없었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진정법 실태를 파악해 봄에 있고 이를 통해 연도별, 의료기관별, 

지역별 진정법 특징을 분석해 보려 한다. 또한 진정법 시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외적요인에 의해 진정법 시행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시행건수를 분석해 상관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분석된 자료는 현재 치과 진정법 실태를 반영하는 가장 광범위한 

자료로서 향 후 치과협회 및 국가의 치의학 정책 수립에 있어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의학 교육기관의 진정법 관련 교육에 있어서도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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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의학연구윤리 심의위원회에서 

IRB(No. S-D20200006)를 받아 시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분석 자료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논문에 필요한 데이터를 의뢰하여 사용 승인(No. M20191014119)후 

이용하였다. 제공된 자료에 있어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모든 정보는 코드화 

되어 제공받았다.  

 먼저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ealthcare 

Bigdata Hub; HBH)에 치과 진정법에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 약물 8 종류를 

제시하였고, 2007 년 1 월부터 2019 년 9 월까지(자료 요청 당시 제공받을 

수 있었던 최대 자료기간)의 이 진정 약품 사용 기록이 있는 치과 환자의 

모든 건강보험 청구 명세서를 요구하였다(Table 1).  

 이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는 총 93.4G 였다. 이를 통해 명세서 일반 내역인 

200 테이블(환자 ID, 진료일자, 성별, 나이, 의료기관 ID, 지역, 진단명 등), 

진료 내역 300 테이블(약물 및 치료 재료 사용 내역), 수진자 상병 내역인 

400 테이블(“제 8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8 차 근거) 

형식의 정보를 제공받았다(Fig. 1). 제공된 자료는 HBH 내부 서버에 

저장되어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격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상화 PC 접속을 통하여 원격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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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SAS Enterprise Guide, SAS Visual Analytics (버전 9.4.2, 

제조사: SAS Institute Inc.)이다. 분석된 데이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반출 신청하여 허가 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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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진정법에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 약물 8 종류와 약품코드 목록 

 

  

약품 코드명 약품 코드 

Chloral hydrate 

 

130801ASY, 130830ASY, 130831ASY, 130832ASY,  

130833ASY 

Hydroxyzine 

Hydrochloride, 

Hydroxyzine HCl 

172101ATB, 172102BIJ, 172103ASY, 172104ATB, 

172104BIJ, 172105ATB, 172106ASY, 172130ASY 

Propofol 

219801BIJ, 219802BIJ, 219803BIJ, 219804BIJ, 

219805BIJ, 219806BIJ, 219807BIJ, 219808BIJ, 

219830BIJ, 219831BIJ, 219832BIJ, 219833BIJ, 

219834BIJ, 219835BIJ, 219836BIJ, 219837BIJ, 

219838BIJ, 219839BIJ 

Sevoflurane 227301CLQ, 227330CLQ 

Midazolam 

195201BIJ, 195202BIJ, 195203BIJ, 195204BIJ, 

195230BIJ, 195231BIJ, 195232BIJ 

Triazolam 243501ATB, 243502ATB 

Nitrous Oxide(N₂O) 572801CSI 

Dexmedetomidine 

587301BIJ, 587302BIJ, 587303BIJ, 587304BIJ,  

587305BIJ, 587306BIJ, 587307BIJ, 587308B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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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자료 추출 프로세스 

*청구명세서 서식구분코드 FOM_TP_CD 041: 치과입원, 051: 치과외래 

 조건  

1. 자료 기간: 200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 진정 약제 8종 (Chloral hydrate, Hydroxyzine, Propofol, 

Sevoflurane, Midazolam, Triazolam, Nitrous Oxide, 

Dexmedetomidine) 사용 내역 

3. 진료 과목 : 치과  

받은 자료 

1. 명세서 일반 내역 (200 table) : 청구명세서 정보 

( 환자, 의사, 의료기관, 진료내역 등) 

2. 진료 내역 (300 table) : 사용 의약품, 1회 투약량 

3. 수진자 상병 내역 (400 table) : 상병 코드 

4. 8가지 진정 약제를 사용한 치과 환자들의 모든 진료 

내역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원천데이터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원격분석 시스템 

환자 명세서 내역 분석: 성별, 나이, 지역, 진료 의료기관  

 

치과 치료 청구 자료만 추출 (FOM_TP_CD = 041 or 

051: 치과입원, 치과외래)  

진정법을 시행 받은 환자 명세서 추출 : 

300 table 에 N2O 행동조절 청구 코드 (U2370)가 

존재하거나, 8 종의 진정 약제 중 1 개 이상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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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법 실태에 대하여 명세서 일반 내역( 200 table)의 

수진자개인식별대체키(JID), 요양기관식별대체키(YID), 성별구분, 수진자 

연령, 요양개시일자를 이용하여 다음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1. 치과 진료 일반 통계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및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치과 진료 환자수, 1 일 치과 진료 외래 환자수 및 총 

치과 보험 진료 건수를 확인해 보아 전체적인 치과 진료 규모를 

파악해 본다.  

 

2. 진정법 환자 및 시행 건수 분석  

8 가지 진정법 약제를 이용하여 진정법을 시행 받은 환자 수를 

연도별로 분석해 본다. 또한 환자들의 성별과 나이를 분석하여 

특징을 알아본다. 

 

3. 진정 약제 종류에 따른 분석 

진정약제에 대한 전체 및 각각의 진정건수에 및 비율을 알아보고, 

진정약제 중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약물을 확인해 본다.  8 가지 진정약제를 이용하여 적용한 진정약제 

목록은 다음과 같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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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8가지 진정법 약제에 대하여 사용 가능한 종류 목록 

진정약제 종류 

N₂O 

Chloral hydrate 

N₂O + Chloral hydrate 

Hydroxyzine 

N₂O + Hydroxyzine 

Chloral hydrate + Hydroxyzine 

N₂O + Chloral hydrate + Hydroxyzine 

Midazolam 

N₂O + Midazolam 

MDZ + Chloral hydrate 

N₂O + Midazolam + Chloral hydrate 

Midazolam + Hydroxyzine 

N₂O + Midazolam + Hydroxyzine 

Midazolam + Hydroxyzine + Chloral hydrate 

ALL (위 약제 모두 혼합 사용) : N₂O + Midazolam + Chloral hydrate + Hydroxyzine 

Propofol 

Propofol + Midazolam 

Sevoflurane 

Sevoflurane + Midazolam 

Propofol + Sevoflu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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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정 약제 종류에 따른 지역별 분석 

각 시, 도 지역별 치과 진정 건수, 환자 수를 유의할 만한 진정 약제 

종류별로 분석하여 보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세를 분석해 본다.  

 

5. 진정법 시행 의료기관 분석 

요양기관식별대체키(YID)를 이용하여 치과 진료 의료 기관 수 및 

의료기관 종별 진정 건수를 계산하여 보아 진정법 시행 의료기관수의 

증감 등의 특징을 파악해 본다. 진정법 시행 횟수로 병원 규모를 

나누고 각 병원의 진정법 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진정 약제별로 사용 

의료기관수의 변화를 확인해 본다.  

 

6. 연령별 진정법 사용실태 분석 

진정약제 종류에 따른 환자나이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1 회 

진정법 시행 시간 및 개인별 진정법을 시행 받는 시행 횟수를 

파악하여 특징을 분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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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결과  

 

        

1.  치과 진료 일반 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된 2009 년부터 2019 년 까지의 

자료(http://opendata.hira.or.kr/op/opc/olapMdclCaAsisStatsI

nfo.do#none)에 의하면 한 해 동안 보험 진료를 받은 총 

환자수(치과 병, 의원에 한함)는 2009 년 대략 1,600 만 명 

정도에서 2019년도에는 2,500만명에 이른다. 그리고 이들이 받은 

한 해 동안의 치과 진료 건수는 2009 년 5,400 만건에서 

2019 년에는 8,100 만건에 이른다.  

 1 일 치과 진료 외래 환자수(치과 병, 의원에 한함, 출처: 

보건복지부,「의료서비스이용현황」https://kosis.kr/statHtml/s

tatHtml.do?orgId=117&tblId=DT_11730_N007&conn_path

=I3)를 살펴보면 2016 년 대략 350 만명이었다. 

 

2.  진정법 환자 및 시행 건수 분석  

2007 년 1 월 1 일부터 2019 년 9 월 30 일까지의 심평원에 

청구된 치과 진정법 시행 건수는 모두 1,649,688 건이며 총 

786,003 명에게 시행되었다.  

연도별 진정법 시행 환자 수를 살펴보면 진정 건수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매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Fig. 2).  

http://opendata.hira.or.kr/op/opc/olapMdclCaAsisStatsInfo.do#none)
http://opendata.hira.or.kr/op/opc/olapMdclCaAsisStatsInfo.do#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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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연도별 진정법 건수 및 환자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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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에는 한 해 총 치과 보험진료 환자수(건강보험 

심사결정분 자료) 가 약 1,635 만명이고 진정법 환자수는 

17,045 명인데 반해 2019 년도에는 총 2,467 만명 정도의 환자 중 

진정법을 시행 받은 환자 수는 194,015 명에 달한다.  

진정법을 시행 받는 환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아산화질소 

흡입진정의 경우 지금까지 641,197 명의 환자가 시술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 

혼합과 미다졸람의 경우 41,107 명과 37,098 명이 시술 받았다. 

 진전법을 시행 받은 건수로 남녀 성비를 살펴보면 남자 50.64%, 

여자 49.36%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를 15 세 이하 

소아와 16 세 이상 환자군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15 세 이하의 

소아에서는 전체 환자의 성비와 비슷한 양상(남 : 여 = 50.58% : 

49.42%)을 나타내지만 16세 이상 환자군의 경우는 남자의 비율이 

54.08%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진정 약제 사용 별 나이 분포를 살펴보면 Table 3 에서와 같이 

대부분 평균연령 15 세 이하의 환자에서 사용되었으며 미다졸람 

단독, 하이드록시진 단독, 세보플루란과 프로포폴은 성인에서 

사용되었다.  

전체 진정법 적용 평균 연령은 7.82 세(SD: 7.64)였다.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 계열의 진정약물들은 주로 

15 세 이하 소아청소년들에게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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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들은 성인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각 진정법 약물 종류별 환자의 

평균 연령은 다음과 같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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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진정 약제별 환자 평균 나이  

진정약제 mean SD 

N2O 7.1 7.3 

CH 3.3 4.2 

N2O+CH 4.3 2.8 

HDZ 18.2 22.8 

N2O+HDZ 4.7 5.6 

CH+HDZ 3.4 2.3 

N2O+CH+HDZ 4.3 2.4 

MDZ 36.2 22.4 

N2O+MDZ 7.7 9 

MDZ+CH 3.6 2.6 

N2O+MDZ+CH 4.2 2.3 

MDZ+HDZ 21.8 27.1 

N2O+MDZ+HDZ 8.4 10.5 

MDZ+CH+HDZ 4 3.7 

N2O+MDZ+CH+HDZ 4.3 2.5 

PPF 38.1 18.6 

PPF+MDZ 34 17.2 

SEVO 19.8 15.6 

SEVO+MDZ 32.7 122.3 

SEVO+PPF 25.5 15.1 

전체 7.82 7.64 

   

                  *CH: Chloral hydrate, MDZ: Midazolam, HDZ: Hydroxyzine, 

PPF: Propofol, SEVO: Sevoflu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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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정 약제 종류에 따른 분석 

조사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누적 건수를 보인 약제 종류는 

아산화질소,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 

혼합, 미다졸람 순이었고 이는 전체 진정건수의 약 92%를 

차지한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아산화질소 흡입진정 건수는 

1,432,102 건으로 전체 진정 건수 중 약 87%를 나타낸다. 

아산화질소 약물 사용은 2014 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데 

2007 년 1 월부터 2013 년 12 월까지의 청구 건수는 

100,282 건이었으나, 2014 년 1 월부터 2019 년 9 월 까지의 

건수는 1,331,820건으로 약 13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 혼합약제의 

진정 건수는 48,838건이고 미다졸람 정주진정은 41,662건이었다. 

전체 진정 약제에 대한 진정 환자수 및 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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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진정 약제별 진정법 시행 환자수 및 건수 비율(기간: 200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진정약제 종류 환자수 건수 건수 비율(%) 

N2O 641,197 1,432,102 86.81 

CH 9,198 10,034 2.96 

N2O + CH 25,675 27,930 2.52 

HDZ 17,827 21,789 1.69 

N2O + HDZ 12,799 15,970 1.32 

CH + HDZ 7,508 8,993 1.04 

N2O + CH + HDZ 41,107 48,838 0.96 

MDZ 37,098 41,662 0.6 

N2O + MDZ 13,798 17,246 0.54 

MDZ + CH 327 349 0.52 

N2O + MDZ + CH 4,787 5,118 0.31 

MDZ + HDZ 89 94 0.29 

N2O + MDZ + HDZ 184 202 0.27 

MDZ + HDZ + CH 4,075 4,615 0.04 

N2O + MDZ + CH + HDZ 7,918 8,723 0.02 

PPF 4,663 4,882 0.01 

PPF + MDZ 185 187 0.01 

SEVO 656 739 0 

SEVO + MDZ 70 73 0 

PPF + SEVO 134 142 0 

총합  1,649,688 건 100% 

*CH: Chloral hydrate, MDZ: Midazolam, HDZ: Hydroxyzine, PPF: Propofol, 

SEVO: Sevoflurane 

  



 

 30 

진정 약제 종류별 진정 건수를 각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2014 년과 2019 년을 기점으로 아산화질소 흡입진정의 시행 청구 

건수가 급속히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Fig. 3). 2008 년부터 

2013 년까지는 평균 57.38%의 증가율을 보이던 아산화질소 

흡입진정법은 2014 년도에 전전대비 171.24%의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냈다.  

아산화질소 약품 청구와 같이 보험 청구가 가능한 행동조절 

행위 청구 코드인 U2370(행동조절, 아산화질소 질소 흡입 

15 분까지; 『진료행위 성별/입원외래별 현황』, 2020 년 

심평원)을 아산화질소 약품 청구코드와 비교해 보면 2014 년 이전 

데이터에서는 서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5 년부터 일치하고 

있었다(Fig. 4).   

더불어 또한 아산화질소 흡입진정법은 매년 시행건수가 

증가하며 2019 년도에는 진정법 시행 비율이 전체 진정법 중 

92%로 증가하였다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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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아산화질소 흡입진정법의 일별 시행 건수    

 

 

 

Fig. 4.  아산화질소(N2O) 흡입진정법 년간 시행건수(U2370:   

행동조절 청구코드 - 아산화질소 흡입 15 분까지) 

*HIRA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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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연도별 진정 약제 종류들의 진정법 시행 비율 (CH: Chloral 

hydrate, HDZ: Hydroxyzine, MDZ: Midazo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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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랄하이드레이트 단독 사용을 비롯해서 

클로랄하이드레이트를 포함하는 진정법의 경우(미다졸람 혼합 

제외)는 2010 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점점 시행 건수가 줄고 

있다(Fig. 6). 다른 약물 종류의 경우도 증가세를 보이다 점차 시행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일하게 아산화질소 단독사용 및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 혼합 사용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7). 이 밖에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과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 혼합 사용(4가지 

약물 혼합) 및 프로포폴 사용도 2010 년 중반 이후 약간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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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연도별 클로랄하이드레이트(CH) 약제 관련 진정법 시행 

건수(CH: Chloral hydrate, HDZ: Hydroxy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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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미다졸람 및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 혼합 약물 진정법의 

연간 시행 건수(아산화질소: N₂O, 미다졸람: M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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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정 약제 종류에 따른 지역별 분석 

지역별 치과 진정 건수, 환자 수 및 병원 수를 살펴보면 모두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의 순으로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지역별 인구수(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구역별, 2019. 9 월 자료)와 비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07 년도에는 서울특별시, 경기지역 및 부산광역시 등 

대도시에서의 진정법 시행 건수가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지역에서 진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Fig. 8). 또한 지역 인구수별 

진정법 시행 비율도 시간에 따라 전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18 년도에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이 1%가 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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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전체 진정 건수에 따른 지역별 분석(기간: 2007.1~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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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지역별 인구 비례 진정 건수 비율(기간: 2007.1~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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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약제 사용변화에 있어서는 전 지역에서 아산화질소 진정법의 

사용은 골고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10). 반면에 

클로랄하이드레이트 진정법은 년도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11).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 혼합 사용은 과거에는 시술 건수가 많았으나 점차 

줄어들고 있다(Fig. 12). 

각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아산화질소 

흡입진정, 미다졸람 정주진정,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 

혼합 약제를 사용한 진정법의 비중이 높으며 프로포폴의 경우 

2007 년도에는 아산화질소 흡입진정 다음으로 사용 비중이 높았으나 

2012 년 이후 급격한 사용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단독 사용의 경우도 2010 년 이후 감소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 혼합 약제의 

경우도 최근에 사용이 감소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아산화질소 흡입진정, 미다졸람 정주진정의 

비중이 높았다. 클로랄하이드레이트,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 혼합 사용은 과거에는 시술 건수가 많았으나 

점차 줄어들어,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 혼합 사용의 경우 

2018 년부터는 사용 건수가 보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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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연도별 지역에 따른 아산화질소 흡입진정의 사용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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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연도별 지역에 따른 클로랄하이드레이트의 사용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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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연도별 지역에 따른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 혼합 약물 사용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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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 경우 사용 비중이 높았던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 혼합 사용과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 

그리고 하이드록시진 혼합 사용의 진정 건수는 점차 줄어 들고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단독 사용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반면에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 혼합 사용과 미다졸람과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 혼합 사용,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과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의 혼합 사용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아산화질소 흡입진정, 하이드록시진, 

아산화질소와 하이드록시진 혼합 사용의 비중이 높지만 

하이드록시진, 아산화질소와 하이드록시진 혼합 사용의 경우 사용 

빈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반면에 다른 지역과 달리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단독 사용이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과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의 

혼합 사용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아산화질소 흡입진정,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 그리고 하이드록시진 혼합 사용, 미다졸람 

정주진정의 사용 비중이 높았다. 특징적으로 2018 년도부터는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 혼합 사용의 사용 빈도가 

급작스럽게 증가하였고, 클로랄하이드레이트, 아산화질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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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졸람과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의 혼합 사용의 

빈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아산화질소 흡입진정,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 그리고 하이드록시진 혼합 사용, 미다졸람 

정주진정의 사용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아산화질소를 제외하고 다른 

진정 약제 사용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아산화질소 흡입진정,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 그리고 하이드록시진 혼합 사용,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 혼합 사용의 비중이 높았다. 아산화질소를 

제외하고 다른 진정 약제 사용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과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의 혼합 사용의 빈도는 최근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도 아산화질소 흡입진정,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 그리고 하이드록시진 혼합 사용,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 혼합 약물 사용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 혼합,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 혼합, 특히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 

그리고 하이드록시진 혼합 사용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아산화질소와 하이드록시진 혼합,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과 

클로랄하이드레이트 혼합은 사용 증가 양상을 보였다. 아산화질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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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졸람 혼합 사용의 경우, 2019 년도에는 아산화질소 흡입진정 

다음으로 많은 사용 건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강원도의 경우 아산화질소 흡입진정, 미다졸람 정주진정,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 혼합 약물의 

진정법 비중이 높았다.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 혼합의 

사용 빈도는 감소하고 미다졸람 정주진정, 아산화질소와 

하이드록시진 혼합 사용 빈도는 증가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경우 아산화질소 흡입진정, 아산화질소와 하이드록시진 

혼합 사용 비중이 높고, 클로랄하이드레이트,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 혼합 사용 빈도는 감소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아산화질소 흡입진정, 미다졸람 정주진정,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과 클로랄하이드레이트 혼합 사용의 비중이 

높았다.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 혼합,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 혼합 사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미다졸람과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 혼합 사용, 

프로포폴, 세보플루란의 사용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초기에 

많이 사용되었던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 혼합 사용의 

감소도 뚜렷했다. 2019 년도의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 혼합 사용 

급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산화질소 흡입진정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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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 경우 아산화질소 흡입진정,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 혼합, 미다졸람 정주진정,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 혼합 

사용의 비중이 높았고,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 혼합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었다. 

  전라남도의 경우 아산화질소,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 혼합사용의 비중이 높다.  

 경상북도의 경우 아산화질소 흡입진정,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 혼합사용의 비중이 높고 

아산화질소와 하이드록시진 혼합사용의 빈도는 감소하고 

하이드록시진의 빈도는 증가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아산화질소 흡입진정,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 혼합, 미다졸람 정주진정,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 혼합사용의 비중이 높았다. 

클로랄하이드레이트, 하이드록시진, 미다졸람의 단독 사용 및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 혼합의 사용 

빈도는 감소하고 있으며 타지역과 달리 프로포폴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아산화질소 흡입진정의 비중이 높으나 

타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진정법 시행 빈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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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신생 도시로 2015 년 자료부터 

제공받았으며 아산화질소 흡입진정, 하이드록시진의 사용 비중이 

높고 하이드록시진 단독 사용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누적 건수가 아산화질소 흡입진정 다음으로 많았던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 혼합 사용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사용 빈도가 높았던 

지역인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의 사용 

빈도가 급격히 줄었다(Fig. 13). 반면에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 혼합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었다(Fi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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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지역별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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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연도별 지역에 따른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 혼합 사용의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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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정법 시행 의료기관 분석 

 진정법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2007 년도에는 

302 개소였지만 2019 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614 개소에서 

진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의 경우가 

191 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가 

143 개소였다.  

치과 진정법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미다졸람 정주진정 단독 사용을 많이 

시행하였으며 병원 급 이하에서는 아산화질소 흡입진정 단독 

사용이 많았다(Fig. 15).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입원환자의 

진정법 시행에 있어서 미다졸람 정주진정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외래 환자의 경우는 미다졸람, 클로랄하이드레이트, 

아산화질소의 사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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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5. 종합병원급 이상에서의 진정법 시행 건수(CH: Chloral 

hydrate, MDZ: Midazo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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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치과병원의 경우에서는 입원 환자의 경우 미다졸람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외래 환자의 경우는 아산화질소의 사용이 가장 

많았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경우에서는 아산화질소 흡입진정의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치과병원 입원환자에 있어서는 미다졸람 

정주진정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치과 의원의 경우에서는 

아산화질소 흡입진정,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 혼합,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 혼합 

사용의 순으로 많이 시행되었다. 

최근 사용 증가 추세인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과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 혼합 약물을 사용한 진정법의 

경우 치과의원 외래에서 6,066 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그 

다음으로 치과병원에서 많이 시행되었다. 프로포폴 정주진정법의 

경우는 치과병원 입원환자에게서 2,529 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연도 별 진정법 시행 치과 의료기관의 수를 살펴보면 아산화질소 

흡입진정법 시행 치과 의료기관의 수는 매 해 증가하고 있으며 

2010 년 및 2015 년 이후의 클로랄하이드레이트 사용 치과 

의료기관의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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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아산화질소 흡입진정법과 클로랄하이드레이트 약물 

진정법의 연도별 시행 의료기관 수 변화(CH: Chloral hydrate, HDZ: 

Hydroxy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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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기관의 월별 진정법 시행 건수에 따라 살펴보면 월 

1~2 건을 시행하는 경우가 조사 기간 동안의 누적 대비 가장 

많았다. 또한 2013 년 까지는 월에 1~2 건을 시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2014 년에는 월 10~19 건을 시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18 년에 들어서는 월 30~49 건을 시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1 년간 진정법을 시행한 건수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2014 년도부터 한 해 2,000 건 이상을 시행하는 의료기관들이 

나타나며 2019 년에는 그 수가 33 개소에 달한다. 

2007 년까지 진정법을 시행해 오다가 이후부터는 진정법을 

더이상 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수는 30 개였으며, 

2007 년도부터 진정법을 시행해 오다 2019 년부터 더이상 

진정법을 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 수는 148 개였다. 이를 매해 

10 건 이상 진정법을 시행하는 의료기관만으로 하여 살펴보면 

2007 년 진정법 종료 치과의료 수가 30 건에서 4 건으로, 

2017년은 109건에서 39건으로 누적 종료 병원 수의 값이 현저히 

줄어들었다(Table 5). 

 

 

 

 

 

  



 

 55 

 Table 5. 진정법 시행 진입, 종료 치과 의료기관 수(한 해 10 건 이상 

진정법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분석). 

진정법  

종료 연도 

       진정법 시작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07 4                        

2008 7 2                       

2009 7 2 2                     

2010 5 3 2                     

2011 7 2 4 2                   

2012 12 1 2 5 4 1               

2013 7 2 3 1 2 3 3             

2014 7 3 2 1 3 3 3 1           

2015 14 1 3 4   5 3 2 1         

2016 7 2   2 1 1 3 5 3         

2017 12 1 3 2 3 1 2 6 2 7       

2018 8 4 4 2   3   7 1 2 1 1   

2019 147 27 25 28 27 25 22 26 43 45 44 38 46 

진입병원수 244 50 50 47 40 42 36 47 50 54 45 39 46 

종료병원수 4 9 11 10 15 25 21 23 33 24 39 33   

시행병원수 244 290 331 367 397 424 435 461 488 509 530 530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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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령별 진정법 사용실태 분석  

진정법을 시행 받는 환자들의 평균연령에 있어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른 약물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아산화질소 흡입진정의 경우에는 증가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산화질소의 경우에는 2015 년도에 가장 

많았던 나이비중은 4 세였으나 2017 년도에 5 세로 증가하였고 

9월까지의 통계이지만 2019년도에는 8-15세로 증가하였다(Fig. 

17). 반면에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 

혼합약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도의 변화에 상관없이 3,4 세의 

비중이 변함없이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다(Fig. 18). 사용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약제인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 혼합사용의 

경우에는 3, 4, 5 세대의 나이대에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Fig.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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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아산화질소 흡입진정법 단독 사용시 나이별 진정법 시행 건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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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의 

혼합 사용 시 나이별 진정법 시행 건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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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 혼합 사용 시 나이별 진정법 시행 건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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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에 있어서 주로 사용되는 진정약제의 시행 시간을 분석해 

보면 아산화질소 흡입진정의 경우에는 2007 년 평균 

30 분전후에서 20 분가까이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의 혼합과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의 사용 시 시간은 오히려 40 분가까이로 늘어났다 (Fig.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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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약제 종류별 진정법 시행 시간의 변환 

 



 

 62 

 1 인당 진정법을 시행 받는 횟수에 대해 분석해 보면 1 회 시행 

받은 환자들이 393,906 명으로 가장 많았고 30 회 이상 시행 받은 

환자도 15 명으로 나타났다(Table 6). 1, 2 회를 시행 받는 나이 

그룹은 4 세에서 가장 많았고 3, 4~5, 6~9, 10~14 회는 5 세 

그룹에서, 그 이상의 횟수 에서는 8~15 세 그룹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였다. 년도별로 분석결과, 개인당 진정법 시행 횟수도 

증가양상을 보였다 (Fig. 21). 

 

Table 6. 진정법을 시행 받은 횟수별 환자 수 (기간 : 2007 . 1 ~ 

2019 . 9)  

 진정법을 시행 받은 횟수 환자 수 

1회 393906 

2회 178933 

3회 93645 

4~5회 86990 

6~9회 28718 

10~14회 3335 

15~19회 381 

20~29회 80 

30회이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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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연도별 환자 개인 당 진정법 시행 받은 횟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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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찰 

 

 

  사용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보험 청구 가능한 진료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자료로써 이번 연구를 통해 치과 진정법의 

전국적인 실태 및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보험 

진료시에 사용된 진정법 실태 자료가 더해진다면 한국에서의 진정법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비보험 진료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진정약제는 

87%를 나타낸 아산화질소였고,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 혼합약물과 미다졸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진정 약제의 

대다수가 1%정도도 차지하지 않는 비율로 드물게 시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중요한 점은 우선 아산화질소 

흡입진정법 사용에 대한 변화 추이이다. 2014 년 양 등[33]이 발표한 

소아치과의사의 진정법 시행에 대한 조사와 1999 년 최 등[34]이 발표한 

소아치과의사의 29%가 진정법을 시행한다는 내용과, 2005 년 안 등[35]이 

발표한 소아치과의사의 66%가 진정법을 시행한고 있다는 보고 내용을 통해 

과거 대비 진정법 사용의 증가 경향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직접적인 통계적 확인이 가능하였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사용량이 증가 

추세이던 아산화질소 흡입진정의 경우 2014 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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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증가율로 살펴보면 2014 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평균 증가율인 57.38%보다 급격히 증가한 171.24%를 나타냈다. 

이는 치과의사들의 의식하 진정요법 시행 시 N2O 약제의 보험청구 가능 

시점인 2014 년(N2O/O2 흡입마취제 약제급여 적용. 시행일 2014.6.1, 고시 

제 2014-75 호)을 기점으로 하고 있어 진정법의 보험 적용이 해당 진료의   

시행 건수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위의 

아산화질소 흡입진정의 시행건수 증가라 함은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산화질소 흡입진정의 새로운 시행 건수 증가치와 기존에 시행해 오고 

있었지만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심평원에 청구하지 못해오던 진정건수 

합계치의 증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2014년 

이전에도 아산화질소 흡입진정법이 약제 청구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많이 

시행되어 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아산회진소 흡입진정 시행시에 

적용되는 행동조절 보험 코드인 U2370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2014 년 

이전의 통계에서는 아산화질소 약제 청구 건수보다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행동조절의 청구건수인 U2370 코드의 청구 건수가 더 많게 나타났다. 

이처럼 빅데이터에서 얻은 자료에서는 약제 청구만을 요구하여 얻어진 

자료이기에 2014 년 이전의 아산화질소 약제 청구와 U2370 코드와의 

데이터 값차이를 나타내게 되었다(Fig. 4). 그러나 아산화질소의 보험재료 

신고가 가능하게 된 2014 년 6 월 이후, 정확히는 2015 년부터는 

U2370 코드 청구 건수와 아산화질소 약제 청구 건수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치과진정법에 대한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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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2015 년 자료 이후부터는 약제 청구서만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2007 년부터 2014 년 진정법 사용 분석을 위해서는 

U2370 행위 청구 자료를 이용하면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아산화질소 흡입진정의 보험적용 시점과 더불어 사용 증가 양상을 보이는 

진정법은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의 병용사용 진정법이다.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은 모두 2015 년 대한치의학회에서 발표한 ‘개원의를 위한 

치과진정법 임상진료지침 근거기반 권고 요약본’에서 치과의사들의 진정법 

적용에 있어서 사용이 권고되는 약물이다. 미다졸람 의식하 진정의 경우는 

근거수준 A 및 권고등급 Ⅰ이며, 아산화질소 흡입진정의 경우는 근거수준 B, 

권고등급 I 이다. ( 권고등급 Ⅰ: 근거수준(A)과 편익이 명백하고, 

진료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권고의 경우;  근거수준 A: 권고도출의 근거가 

명백한 경우로서, 1 개 이상의 무작위 임상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혹은 메타분석(Meta-analysis) 혹은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SR)이 있는 경우; 근거수준 B: 권고도출의 

근거가 신뢰할 만한 경우 1 개 이상의 잘 수행된 환자 대조군 연구 혹은 

코호트 연구와 같은 비 무작위 임상연구(Non-RCT)가 있는 경우)[36].   

이 두 약물은 치과진정법 임상권고 지침에 따라 적용된다면 진정법을 필요로 

하는 치과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말한다. 다만 아산화질소 

흡입진정법과는 달리 미다졸람 정주진정의 경우는 사용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입원 

및 외래와 치과병원의 입원환자의 경우는 미다졸람 정주진정 단독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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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 흡입진정 병용사용 보다 많았다.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는 마취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숙련된 전문의에 의해 보다 

안전성이 높은 약물을 이용한 진정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또한 2017 년 박[37]은 치과병원 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종합병원의 치과와 치과병의원에서 환자들이 중요시하는 요인으로 안전하고 

신뢰감을 주는 진료를 언급하며 치과 의료기관이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 하였다. 정기적으로 각 부분의 병원의료 평가를 시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환자 안전성이 높은 약물의 사용과 가이드라인의 

권장사항이 잘 지켜지는 진정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미다졸람이 아산화질소 흡입진정과 병용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만 

증가 양상을 나타냄은 기관수가 가장 많은 치과의원에서의 월등한 사용 건수 

증가가 이 약제 조합의 연도별 증가 양상 때문이라 판단된다. 

아산화질소 흡입진정 사용 빈도 증가를 야기시키는 다른 이유로는 

소아치과 전공의의 배출을 들 수 있겠다. 이들은 다른 과목 전공의들과 달리 

수련 기간 동안 아산화질소 흡입진정법에 대해 전문적인 수련을 받는다. 

이들이 수련을 마치고 개원 시 다른 진정법보다 아산화질소 흡입진정법을 

사용할 개연성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클로랄하이드레이트의 경우에는 아산화질소 흡입진정의 경우와 반대로 

2014 년을 기점으로 확연한 감소 양상을 나타낸다. 2014 년 까지는 최소 연 

900 건 이상을 시행하던 건수가 아산화질소 약제 보험청구 가능 이후 시점인 

2015 년에는 500 건대로 감소하며 2019 년에는 206 건으로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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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었다.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1890 년부터 임상적으로 사용되어 온 

경구용 진정수면유도제이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은 받지 않은 

상태로 사용해왔으며 과다 사용시에 따른 심장독성 관련 문제 등으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38, 39]. 2012 년부터는 미국 

내 제약회사에서의 클로랄하이드레이트 생산은 중지된 상태이다. 

‘개원의를 위한 치과진정법 임상진료지침 근거기반 권고 요약본’에서도 

사용 권고에 대한 근거수준을 C 등급으로 나타내며 권고도출의 근거가 

있으나 신뢰할 수는 없는 경우로 클로랄하이드레이트를 언급하고 있다[36]. 

이에 한 등[40]은 길항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경구 투여로 진정의 깊이를 

적정할 수 없는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환자 안전을 위하여 보다 안전한 다른 

약물로의 대체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였다. 이번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클로랄하이드레이트의 감소 경향은 이 등[41]이 2018 년 발표에서 

“아산화질소 흡입진정법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클로랄하이드레이트보다 

미다졸람 같은 벤조다이아제핀의 사용이 선호되었다”고 보고한 결과 와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더불어 아산화질소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하이드록시진 

혼합 사용의 경우에도 2017 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사용 감소 추세로 

접어드는데 이를 통해 최근에 들어설수록 약물의 안전성이 높은 약제를 

선호하는 추세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클로랄하이드레이트 계열의 

약물 사용이 아산화질소 흡입진정 단독 사용이나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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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사용으로 대체되는 양상으로 진정법 시행패턴이 변화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진정법 시행 변화에 대한 추세는 진정법을 많이 시행하는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진정법 시행 건수 규모에 있어서 

가장 컸던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진정 건수가 더욱 증가하며 타 지역 대비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대구 지역에서는 클로랄하이드레이트 

건수가 최근 증가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의 예외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건수는 

전체 100 여건에 불과해 이를 지역적 특징이라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과거 대비 진정법의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경상북도(2007 년 

대비 2019 년 219.72% 상승)이지만 이는 경상북도 지역의 2007 년 진정법 

시행 건수가 36 건에 불과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클로랄하이드레이트 계열 약물의 사용 감소와 

아산화질소 및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 혼합사용의 증가 양상이 규모가 큰 

특정 지역만이 아닌 적국적인 추세임을 확인하여 볼 수 있다.  

진정약제의 보험적용과 같이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더라도 치과로의 

환자유입 및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면 진정법 시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분석해 보았다. 환자유입 증가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은 비보험 진료의 건강보험 진료로의 전환을 들 수 

있는데 첫번째로는 치과 임플란트의 보험적용이다. 임플란트의 경우 

2014 년 7 월에 만 75 세 이상 노인 환자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5 년 7 월에 만 70 세 이상, 2016 년 7 월에는 만 65 세 이상 노인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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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었다(근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고시 

제 2016-112 호). 두번째로는 소아와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치료로 

Sealant 의 경우는 2009 년부터, Resin 치료의 경우는 2019 년에 

적용되었다.  이 중 2019 년도 1 월부터 보험적용이 시작되었던 레진 치료의 

경우, 아산화질소 흡입진정법의 일별 시행 건수의 급격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어 진정법 시행 증가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임플란트의 

보험 적용을 비롯한 다른 보험 적용 변화 요인 들에서는 진정법 시행 증가에 

있어서 특별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레진 치료의 경우 치수 치료만큼의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정도에 따라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치과 공포증이 있는 환자에게 진정법이 권유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치과 환자들의 진료 유입 감소 요인으로 진정법 사망 사고의 

발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17 년 10 월 20 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30 개월 여아의 치과 진정법 시행 중 사망 사고를 들 수 있다(SBS, 

2017.10.23, https://news.sbs.co.kr/news). 사건의 보도 당일 대표적 

검색 사이트인 네이버의 치과관련 검색(검색어: 치과 수면마취) 수치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검색기간 2016.01.01~ 2019.09.30). 사용된 진정약제는 

미다졸람 정주 용액과 세보플루란 흡입 마취제였다. 그 중 이전까지 사용 

증가 양상을 보이던 세보플루란 흡입진정의 경우 2017 년을 기점으로 

사용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다른 ‘치과 진정법 시행 중 사망 사건 보도’는 진정 약제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모든 ‘치과진정법 중 사망 사건 보도’는 전체적인 진정 

https://news.sbs.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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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2017 년 사망 보도는 현재(2021.6 월)까지 

네이버 검색(검색어: 치과 마취사망보도)시 5 페이지 기준 19 개의 관련 

기사가 존재하며 다른 어떤 사망사건 보도(2012 년 소아 진정마취 중 

사망보도: 5 건, 2019 년: 2 건)보다 많다.  이에, 대중매체의 치과 관련 정보 

중 사망보도의 경우는 대중에게 정보가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서 특정 약물의 

진정법 시행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치과진정법 시행 중 

사망사건 발생시 사망사건 보도와 이 후 진정법 시행 건수 변화와의 상관 

관계에 대하여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진정법을 시행하는 환자의 나이 변화도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아산화질소 흡입진정의 경우 시행 환자 나이가 4세에서 8~15세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정법 시행에 있어서 소아의 나이가 적을수록, 저체중 

등의 전신상태가 불량할수록 약물 반응 시작이 빠르고, 오래 가며, 깊은 

진정의 위험이 높아 주의를 요한다[39]． 이에 따라 너무 어린 나이의 

진정법 시행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아산화질소 흡입진정법의 

시행 환자 나이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클로랄하이드레이트를 주로 사용하는 환자 나이는 2007 년에 0~2 세에서, 

2014 년 이후부터는 4 세에 많이 시행하며 그 이후 나이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진정법 시행 연령의 증가에 대한 결과는 가장 많이 시행된 

아산화질소 흡입진정에서의 환자나이 증가와 어린 나이대에 주로 사용하는 

클로랄하이드레이트 진정법의 사용 감소가 영향을 준 결과라고 추론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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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므로 환자의 진정법 시행 나이의 증가는 치과의사들의 진정법 

시행 성향에 있어서 안전성을 높이는 추세로의 전환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60 세 이상의 연령충에서는 2017 년에 가장 많은 

진정법 환자수와 시술 건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이전 기간 동안에는 진정 

건수의 등락을 나타내고 있어 증가세를 보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진정 약제 사용 별 나이 분포를 살펴보면 아산화질소 흡입진정을 비롯해 

아산화질소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미다졸람, 하이드록시진의 다양한 

혼합약물사용의 경우는 평균연령 15 세 이하의 환자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이는 소아 치과에서 주로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35]. 진정법을 시행 받는 환자의 나이대를 나누어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15 세 이하의 환자에 진정법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16 세 

이상에 진정법을 시행하는 전체 의료기관의 수보다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진정법 사용을 수련 받은 소아치과 전공 치과 의료인의 영향이라 생각할 

수 있다.  

진정법 시행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진정법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 진정법 

종료 의료기관의 수는 한 해 10 건 미만으로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가 한 해 

10 건 이상 시행이는 의료기관 수보다 많아, 진정법을 실질적으로 한 해 

10 건 이상 꾸준히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시행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진정법 시행 건수와 환자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으나, 연도별 진정법 사용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5년 24.85%, 2016년 18.94%에서 2017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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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82%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진정법 

시행 의료기관 수 역시 증가하였으나 전체 치과 병, 의원수 대비 2007 년 

2%정도, 2015 년 3.24%, 2019 년 3.41%로 증가하는 진정법 환자와 

진정건수의 증가율에 비하면 큰 증가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이로 인해 

2015 년 이후의 진정건수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진정법을 시행하는 한 

기관이 감당해야 할 진정 건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 한계 

상황에서는 더 많은 진정법을 시행하지 못해 환자들이 진정법을 받으려면 

긴 대기 시간을 가지는 적체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아산화질소 흡입진정에 있어서 진정 시행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개인별 진정법 시행 횟수에 있어서도 1 회성 진정법 시행 건수는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2,3,4 회 등 여러 번 진정법을 시행하는 경우 수는 증가하고 

있어, 짧아진 진정 시행 시간과 더불어 판단하여 보면 진정법 시행 후 긴 시간 

동안 많은 치과진료를 시행했던 과거에 비해 한 번에 시행하는 치과 진료 

량을 줄이고, 진정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대신, 나누어 여러 번 시행하는 

방향으로 진정법 시행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치과 

진정법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진정법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수의 중가가 

더디게 증가하는 것은 진정법 지식 습득 및 장비, 약제 구비에 대한 부담감과 

사고가 일어날 시 일반 치과 진료로 일어나는 부작용과 달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에 대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사용 증가양상을 보이는 진정 약제인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은 빠른 

발현과 회복 시간을 가지는 특징을 나타낸다[42]. 증가하는 진정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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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클로랄하이드레이트 약제에 비해 오랜 시간 병원내에서 환자의 

회복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진정약제의 사용은 병원의 경영상 유리하게 

작용하여 의원급 치과 의료기관의 선호 현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추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할 문제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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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해 2007 년부터 2019 년 9 월까지의 보험 

청구된 국내의 진정법 자료를 분석할 수 있었다. 아산화질소 흡입진정이 

전체의 87%를 차지하였으며 소아진정에 주로 사용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치과진정법은 전국적으로 꾸준한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진정법 패턴의 변화는 아산화질소 흡입진정,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 혼합사용의 증가와 클로랄하이드레이트 약물의 사용 감소로 

나타났다. 

환자의 진정법 시행 시작 나이의 증가 및 발표된 치과진정법 가이드라인 

권장 약물의 사용 증가 등을 통해 진정법 사용 패턴이 진정법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환자 표본자료의 경우 데이터 

일련번호 기재)를 활용한 것이며, 연구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복지부와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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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ends of sedation practices and 

analysis of affecting factors using 

the Korean Healthcare Bigdata 

 

Hyuk Kim 

Program in Dental Anesthesiology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Dentists have used various behavioral control methods to manage 

people's anxiety and fear about dental treatment. Among these 

behavior control methods, sedation, which is a control method with 

drugs, is very useful, but sometimes it causes serious side effects 

and causes social issues. Therefore, it would be meaningful to 

regularly check the actual conditions of sedation in actual clinicians. 

In particular, the emergence of medical-related big data makes it 

possible to more advantageously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all data, unlike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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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understand the actual situation 

of the complaints law using big data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which has not yet been 

implemented in Korea. 

Methods: Eight types of representative drugs that can be used for 

dental sedation were presented in the Healthcare Bigdata Hub 

(HBH) provided by the HIRA, and from January 2007 to September 

2019, dentists with a record of using this sedative drug All of the 

patient's health insurance claim statements were requested. Using 

this data, check statistics by type of sedation drug and statistics by 

year, region, medical institution, and patient. In addition, we try to 

infer the contributing factors that may affect the actual situation of 

this peti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provided data, from 

January 2007 to September 2019, the number of patients who 

received dental sedation was 786,003, and a total of 1,649,688 

cases of sedation were performed. Inhalational sedation using 

nitrous oxide (N2O) accounted for most of the sedatives that can be 

charged for medical treatment. In particular, from 2014, when 

insurance claims for nitrous oxide drugs became possible, i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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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ed that the number of claims under the complaints law 

rapidly increased. 

By type of sedative agent, the use of nitrous oxide alone and the 

mixed use of nitrous oxide and midazolam showed an increasing 

trend, and in the case of chloral hydrate, both single and mixed use 

showed a gradual decrease. It was confirmed that this trend 

appeared as a common pattern nationwide over time. 

In terms of the age of patients receiving sedation, the most common 

age was 0-2 in 2007, but it gradually increased over time, and in 

2019, the highest number was 8-15 years old. 

Although the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implementing the 

sedation method is continuously increasing, it is insufficient to 

satisfy the increasing number of patients with the sedation method. 

Due to the nature of sedative drugs that are used increasingly, the 

duration of one sedation decreased and the number of sedations 

increased. 

 

Conclusion: In the case of nitrous oxide inhalation sedation, where 

insurance is applied and usage records are submitted to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t was possible to 

analyze medical information using detailed and massiv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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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use of nitrous oxide and midazolam, 

which are highly safe drugs, is gradually increasing, while the use 

of chloral hydrate is gradually decreasing. As the age at which the 

sedation method was applied gradually increased, it was confirmed 

that the sedation method was changing in a direction that 

emphasized safety. 

 

Keywords : Healthcare Bigdata, Dental Sedation, Nitrous oxide.  

Student Number : 2018-3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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