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 제거 (가),(나)의 올바른 청구 방법

1. 치석 제거 (가) : 전악, 부분악
· 후속 치주 치료를 전제한 전악 치석 제거시 panorama 등 방사선 사진이 필요합니다.
· scaling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가 치주염이 있어 후속 치주 치료가 필요한 경우 SC(나)를
청구하지 말고, panorama + SC(가)를 청구한 후 후속 치주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좋습니
다. 단, 후속 치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으면 삭감이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 같은 달에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나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경우 보험 청구시 내역 설명이
필요합니다.

Tip) 환자가 후속 치주 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은 경우 환자마다 일일이 내역 설명을 다는
것 보다 보험 청구시 청구 담당자가 해당 되는 환자의 명단을 일괄적으로 파악하여 심평원
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모든 부분악 치석 제거시 적용합니다. 통상 하루 1악(1/3 * 3회)까지 인정하지만, 가끔 하
는 경우 4~5회 * 1/3악도 인정합니다.
· 같은 1/3악에서 1-2개만 시행시는 50%를 청구하고, 3개부터 100%를 청구합니다(단, 전
치부의 경우 1~3개까지 시행시 50% 산정).
· 유치에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 치면 세마 : 수가가 낮고 성인에서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 통상 치주 치료 중단 후 6개월 이상 경과했다면 다시 SC/panorama부터 시행 후 치주 치
료를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 다른 1/3악에 포함된 1개 정도의 인접치는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예시 1) #13~#24 scaling 시 : SC(가) 1회
#13~#25 scaling 시 : SC(가) 1.5회
#13~#26 scaling 시 : SC(가) 2회
· scaling(나)를 시행했는데 다른 병원에서 이미 청구한 경우 치석이 많은 부분만 스케일링
(가)를 부분적으로 시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치석 제거 (나) : k05.1x, k05.30
· 2017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부터 년 1회 적용 가능(고시 2017-111호)합니다.
· 필요시 2회 나누어 시행가능 : 1회차 방문시 초진 + 행위료 50%
2회차 방문시 재진 + 행위료 50% 청구
(내역 설명 : 환자분이 시려해서 나누어서 시행함)
· 증상이 없는 치석제거 혹은 예방적 치석제거는 비급여이며, 환자의 주소가 scaling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를 위해서는 차트에 반드시 치은 부종, 치은 연상 치석, 출혈 등의 사유가 기
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routine한 panorama 촬영은 인정되지 않고 가끔 촬영할 경우 인정됩니다. 이때 후속 치
주 치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촬영했다는 내역 설명을 달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 SC(나) 후 당월에 치주 치료가 들어가게 된다면 : 등록을 취소하고 치석 제거(가)로 청구
· SC(나) 보험 청구 완료 후 다른 달에 치주 치료 시행시 : 통상적인 치주 치료를 시행하
고, ‘SC 기시행’이라고 내역 설명을 답니다.
· SC(나)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치주 치료 시행시 : 초진 환자로 간주하여 통상적인
치주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치석제거(가)를 4.5회 이상 시행시 치석 제거(나)의 수가를 역전합니다.

예시 2) #36, 37만 결손된 경우 스케일링(나) 보다 스케일링(가) 5.5회 청구가 유리함.

· 잔존 치아가 절반 이하일 경우 연 1회 치석제거 행위료 50%만 인정됩니다. 혹은 잔존 치
아 치식을 선택하여 sc(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잔존 치아가 1~2개인 경우 부분 치석 제거로 간주하여 SC(가) 50%를 산정합니다.

예시 3) 전체 구강에서 #14, 24만 존재하는 경우 스케일링(나)가 아니라 스케일링(가) 50%
* 2회 적용.

· 치석 제거(나)는 해(연도)가 바뀌면 reset 되어 다시 청구 가능합니다.

예시 4) 2020년 12월 31일 SC(나) 시행 후 2021년 1월 1일 다시 SC(나)를 시행해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상 치석 제거(가), (나), (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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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링 삭감 다빈도 사례
① 후속 치주 치료가 없는 panorama + SC(가) 청구가 많은 경우
② SC(나) 단독이 아니라, SC(나) + panorama를 다빈도로 동반 청구한 경우
③ 치석, 치은 부종, 출혈 등의 사유가 차팅되지 않은 SC(나)
: 사유가 없거나, 환자의 요청에 의한 scaling은 비급여입니다.

예시 5) 환자의 CC가 스케일링을 받으러 온 것일 때
① 차트에 별다른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 → 비급여
② 구내에 치석 침착, 출혈, 부종 등의 소견이 있고, 이것이 차트에 기록되어 있다면 →
SC(나) 급여 적용 가능
③ 후속 치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경우 → panorama + SC(가) 적용

· 통상 치석 제거(나) 시행시 panorama를 routine하게 촬영한 경우, 혹은 치은 부종, 출혈,
치은 연상 치석 등의 사유가 차팅 되지 않은 경우 삭감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심평원에 재심사조정 등으로 차트를 보낼 경우 반드시 위의 사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
니다.
panorama는 후속 치주 치료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만 촬영하고, 내역설명을 달아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panorama + 치석 제거(가) 시행 후 후속 치주 치료가 routine하게 없는 경우 삭감이 많
이 이루어집니다. panorama + SC(가)는 후속 치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청구하고,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경우 내역 설명을 달아서 보험 청구하셔야 합니다(전술).

3. 치주치료 후처치(간단)
· SC, RPL, CU 후 다음 내원시 해당 부위 소독 혹은 치은 연상 치태 제거시 적용합니다.
· 여러 부위에 시행해도 구강 당 산정합니다.

※ RPL, CU, FO : 치아수에 불문. 1-2개 치아 시행 시에도 100% 산정 가능
SC : 1-2개 치아 시행시 50% 산정(전치부 1-3개)

예시 6) #17 치은 부종으로 왔다면 ; #16 같이 치료 하고, #16-#17 RPL 1회로 청구
#17만 치료하고 RPL 1회 청구 가능
치석 제거를 제외한 나머지 치주 치료는 1/3악당 1개 치아만 치료해도 100% 청구 가능하
며, 50%만 청구하는 경우는 치아의 숫자가 아니라 재치료의 간격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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