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한국의 치과위생사 교육은 1965년 지헌택 박사에 의해 시작되

어 1977년 2년제 전문학교가 설치되면서 1979년 전문대학으로 

개편되었다[1]. 1994년에 3년제로 교육 기간이 연장되었고, 

2002년부터 4년제 학부가 생겨나 현재 전국 82개교가 되었다[2]. 

미국의 치과위생사 교육은 구강 보건과 예방관리 차원의 구강 

보건 보조 인력의 양성이라는 뚜렷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3], 

한국은 단순히 치과 진료 보조 인력 양성을 위해 생겨나 지식 

중심의 전문가 모형보다는 기술 중심의 보조자 모형에 근거를 

두고 발전하게 되었다[4].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치과위생

사 업무의 정의를 “치과위생사는 지역주민과 치과질환을 가진 

사람을 구강보건교육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 

치과진료협조 및 경영관리를 지원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 직업인이다”라고 하였다[5]. 하지만 외국

과 달리 한국의 치과위생사는 치과 진료의 보조 업무에 편중되어 

전문성이 결여되고, 진료실 내 역할이 분명하지 않아 직업에 

대한 전문의식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6]. 치과위생사들이 스스로 

자신의 직업이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회의 인식부족

과 실제 치과진료 서비스 제공환경에서 느끼는 불만족 및 제도적

인 한계에 의해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은 치과위생사의 직업적인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궁극적으로 치과 병⋅의원과 지역사회 현장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구강보건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이 조성되어야 한다[7].

과거 치료 중심의 치료에서 치석 제거가 건강 보험화된 후 

예방관리에 힘쓰는 치과 의료소비자가 늘어나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변화가 나타났다[8-11].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2017년

부터 대국민 홍보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며 서울 지하철과 버스 

등 다양한 광고를 통해 공격적인 치과위생사 홍보를 진행하였

고[12], 그 결과 치과위생사의 인식과 이미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높아지고 있다[13]. 이러한 이미지는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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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신념, 관념 및 인상의 개념으로 대상자들이 그 전문직의 

가치를 인정하고 요구할 때 비로소 전문직의 존재가치가 있다[14]. 

이에 대중이 치과위생사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는 치위생전문직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치과위생사가 환자의 구강 보건을 위한 교육과 

예방 처치, 진료 협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직업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치과위생사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치과위생사의 중요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치과위생사

의 인식과 이미지에 관한 연구[13,15-17]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치과위생사의 중요도와 이미지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며, 이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부 성인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치과위

생사 이미지의 차이를 확인하고, 치과위생사의 중요도를 강조하

여 이미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10월 0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표본 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위한 대상자 표본 

수 산출 방법인 G-power3.1.3 (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5%(양측), 80% power, 

중간 정도 효과의 표본은 150명이었다. 총 257명이 설문에 응답

하였고, 응답이 미비한 7부를 제외한 25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1) 치과위생사 직업중요도

치과위생사의 직업중요도는 치과위생사가 치과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5점 척도로 조사되

었고, 순위변수생성 통계법을 적용하여 2 분위 수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3점을 기준으로 3점 이하는 중요도가 낮은 Low 그룹, 

4점 이상은 중요도가 높은 High 그룹으로 각 140명, 110명이었다.

2) 치과위생사 인식

치과위생사의 인식은 신[16]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에서 치

과위생사에 대한 학력, 업무, 간호조무사와의 차이, 호칭, 면허증

취득 등에 대해 일부 수정 보완하였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부 문항을 제거하고 Cronbach’s α는 0.633였다.

3) 치과위생사 이미지

치과위생사의 이미지는 강[18]의 연구에서 사용한 전통적 이

미지 12문항, 사회적 이미지 6문항, 전문적 이미지 6문항, 개인

적 이미지 3문항으로 조사하였고, 모든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미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Cronbach’s α는 0.961, 0.840, 0.941, 0.786으로 매우 높게 나타

났다.

3. 자료 분석(통계분석)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ver. 25.0 (IBM Co.,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으며, 치과위생사 중요도에 따른 인구학적 특

성과 치과위생사 인식에 대한 비교는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

고, 치과위생사 중요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에 대한 평균 

비교는 Independent t-test를 시행하였다. 치과위생사 중요도와 치과

위생사 이미지에 대한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치과위생사 중요도와 치과 방문 간격이 치과위생사

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단계별로 확인하기 위해 Baron

과 Kenny[19]의 3단계 절차를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치과위생사 중요도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치과위생사 중요도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중 치과 방문 간격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1), 성별, 나이, 직업은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치과위생사 중요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

치과위생사 중요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 중 치과위

생사 학력 인식과 치과위생사 구별, 치과위생사 호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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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Low (N=140) High (N=110) p

Gender Male 53(37.9) 35(31.8) 0.321

Female 87(62.1) 75(68.2)

Age <20 14(10.0) 13(11.8) 0.632

20-24 81(57.9) 57(51.8)

25< 45(32.1) 40(36.4)

Job Student 79(56.4) 60(54.5) 0.766

Office workers 61(43.6) 50(45.5)

Dental visit interval <3 month 16(11.4) 24(21.8) 0.013

3-6 month 39(27.9) 36(32.7)

7 month-1 year 33(23.6) 28(25.5)

>1 year 52(37.1) 22(20.0)

by chi-square test, **
p<0.01, *

p<0.05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dental hygienists

Variable Low (N=140) High (N=110) p

Do you know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now 131(93.6) 110(100.0) 0.007

Don’t know 9( 6.4) 0(00.0)

Curriculum of dental hygiene College 80(57.1) 49(44.5) 0.141

University 55(39.3) 56(50.9)

Academy 5( 3.6) 5( 4.5)

Have you ever heard of a dental hygienist? Yes 115(82.1) 108(98.2) <0.001

No 25(17.9) 2( 1.8)

Do you know the job of a dental hygienist? Know 89(63.6) 94(85.5) <0.001

Don’t know 51(36.4) 16(14.5)

Do you know the difference between a dental hygienist and 

a nursing assistant?

Know 28(20.0) 42(38.2) 0.001

Don’t know 112(80.0) 68(61.8)

Do you think of a dental hygienist as a professional? Yes 99(70.7) 91(82.7) 0.027

No 41(29.3) 19(17.3)

Does the dental hygienist know to obtain a license? Know 54(38.6) 70(63.6) <0.001

Don’t know 86(61.4) 40(36.4)

Where is the dental hygienist affiliated? Medical engineer 26(18.6) 30(27.3) 0.007

Medical person 43(30.7) 46(41.8)

Don’t know 71(50.7) 34(30.9)

How to distinguish a dental hygienist† Look at your clothes 26(18.6) 34(30.9) 0.023

Look at your nameplate 31(22.1) 18(16.4) 0.253

Hear the title someone calls 26(18.6) 19(17.3) 0.791

Watching the work done 66(47.1) 67(60.9) 0.030

Don’t know 13( 9.3) 2( 1.8) 0.014

Dental hygienist title† Dental hygienist 23(16.4) 13(11.8) 0.303

Nurse 39(27.9) 32(29.1) 0.830

Teacher 62(44.3) 57(51.8) 0.237

Sister or lady 4( 2.9) 0(00.0) 0.133

Do not call 17(12.1) 13(11.8) 0.937

Others 8( 5.7) 10( 9.1) 0.305

Medical services received from a dental hygienist† Scaling 103(73.6) 94(85.5) 0.022

Dentist's work assistance 62(44.3) 70(63.6) 0.002

Fluoride application 27(19.3) 36(32.7) 0.015

TBI 40(28.6) 49(44.5) 0.009

Oral radiography 34(24.3) 50(45.5) <0.001

Consultation on treatment 37(26.4) 50(45.5) 0.002

Oral health education 21(15.0) 37(33.6) 0.001

Reception and pay 39(27.9) 55(50.0) <0.001

Others 28(20.0) 10( 9.1) 0.017

by chi-square test, **
p<0.01, *

p<0.05, †Multiple response

<Table 2> Perception of dental hygienists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dental hygienists (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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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과위생사 중요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에 대한 이

미지

치과위생사 중요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의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1), 사회

적 이미지 중 문항 5 ‘치과의사와 동료 입장에서 일한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전문적 이미지는 

모든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1), 개인적 이미지는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4. 치과위생사 중요도와 이미지의 관련성

치과위생사의 중요도와 치과위생사의 전통적 이미지(r=0.397, 

p<0.001), 사회적 이미지(r=0.210, p<0.001), 전문적 이미지

(r=0.391, p<0.001)는 관련성이 있었지만, 개인적 이미지는 관련

성이 없었다<Table 4>.

Variable Low (N=140) High (N=110) p

Traditional image Dental hygienists are clean and tidy. 4.22±0.68 4.70±0.49 <0.001

Dental hygienists are fast and accurate of work. 3.90±0.69 4.50±0.62 <0.001

Dental hygienists are understand and support the patient's position. 3.78±0.72 4.41±0.84 <0.001

Dental hygienists are sincere and have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3.90±0.66 4.42±0.76 <0.001

Dental hygienists are dedicated. 3.69±0.73 4.21±0.91 <0.001

Dental hygienists are cooperative and have goo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3.71±0.70 4.17±0.92 <0.001

Dental hygienist gives confidence 3.88±0.65 4.33±0.84 <0.001

Dental hygienists respond immediately to patient requests. 3.92±0.68 4.27±0.80 <0.001

Dental hygienists treat their work with patient priority. 3.97±0.69 4.35±0.83 <0.001

The dental hygienist makes the patient comfortable. 3.76±0.69 4.19±0.86 <0.001

Dental hygienists are rational and logical. 3.76±0.69 4.22±0.82 <0.001

Dental hygienists are highly intellectual. 3.82±0.74 4.18±0.88 <0.001

Total 46.31±6.60 51.95±8.17 <0.001

Social image Dental hygienists have a high social status. 3.09±0.70 3.35±0.79 0.008

Dental hygienists are oral health educators. 3.81±0.73 4.20±0.73 <0.001

Dental hygienists are confident and confident. 3.61±0.73 4.01±0.87 <0.001

Dental hygienists perform their duties independently. 3.21±0.88 3.48±1.08 0.037

Dental hygienists work in the position of dentists and colleagues. 3.38±0.99 3.56±1.09 0.160

Dental hygienists are suitable for a lifelong job. 3.38±0.78 3.63±0.99 0.027

Total 20.49±3.39 22.23±4.33 <0.001

Professional image Dental hygienists have skilled expertise. 3.96±0.67 4.44±0.59 <0.001

Dental hygienists actively work. 3.95±0.67 4.46±0.50 <0.001

Dental hygienists play an intermediate role between dentists and patients. 3.85±0.71 4.34±0.78 <0.001

Dental hygienists are proud of their profession. 3.74±0.69 4.17±0.89 <0.001

Dental hygienists have professional knowledge. 4.01±0.60 4.35±0.73 <0.001

Dental hygienists do valuable and rewarding work. 3.86±0.71 4.42±0.67 <0.001

Dental hygienist does the work systematically. 3.84±0.64 4.33±0.78 <0.001

Total 27.22±3.99 30.51±4.22 <0.001

Personal image Dental hygienists are unkind. 3.96±0.73 3.92±1.06 0.685

Dental hygienist speaks in an irritable tone. 4.04±0.74 4.18±0.87 0.173

Dental hygienists seem difficult and stressful. 3.15±0.91 3.14±1.22 0.922

Total 11.16±1.97 11.24±2.69 0.796

by independent test, **

p<0.01, *

p<0.05

<Table 3> Image of dental hygienist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dental hygie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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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

치과위생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서 인구학적 특성을 

확인한 모델 1은 나이가 어릴수록(β=-0.349, p<0.001), 직장인

일수록(β=0.231, p<0.01) 치과위생사 이미지에 긍정적이었다. 

모델 1에 치과 방문 간격을 투입한 모델 2에서는 치과 방문 

간격이 짧을수록(β=-0.224, p<0.001) 치과위생사 이미지에 긍

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모델 2에 치과위생사 중요도를 투입한 

모델 3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중요도가 높을수록(β=0.351, 

p<0.001) 치과위생사 이미지에 긍정적이었고, Durbin-Watson 

지수는 2.018로 잔차의 자기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공차한

계(Tolerance)는 모두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계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p<0.001)<Table 5>.

Ⅳ. 고찰

치과위생사는 국민의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전문직으로 치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부 성인이 인식하는 치과위생사의 중요도에 

따라 이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치과병⋅의원에서 치과위

생사의 중요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치과위생사 중요도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중 치과위생사의 중요도가 낮은 그룹에서는 치과

를 방문하는 간격이 1년 이상에서 가장 높았지만, 중요도가 높은 

그룹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치과병⋅의원 방문이 가장 

높았다. 이는 치과병⋅의원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 인식하는 사람이 치과병⋅의원 방문을 자주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중요도가 낮은 그룹은 82.1%였고, 

중요도가 높은 그룹은 98.2%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도에 조사

한 신[16]의 연구에서는 69.2%, 2012년에 조사한 최와 이[17]의 

연구에서는 69.8%, 2020년에 조사한 최와 박[20]의 연구에서는 

91.6%로 나타나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치과위생사의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98.2%라는 높은 비율로 나타나 치과위생사가 중요하다고 인식

한 사람에서 치과위생사의 직업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아는지에 대해서도 중요

도가 낮은 그룹은 63.6%인 반면, 중요도가 높은 그룹은 85.5%로 

높게 나타나 치과위생사의 중요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을 해야 할 것이다. 치과위생사가 면허증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p VIF β t p VIF β t p VIF

Gender -0.035 -0.495 0.621 1.314 -0.039 -0.556 0.579 1.314 -0.092 -1.402 0.162 1.338

Age -0.349 -3.829 0.000 2.172 -0.281 -3.084 0.002 2.271 -0.301 -3.531 0.000 2.274

Job 0.231 2.391 0.018 2.435 0.198 2.085 0.038 2.459 0.194 2.186 0.030 2.459

Dental visit Interval -0.224 -3.602 0.000 1.053 -0.169 -2.888 0.004 1.078

Importance 0.351 6.082 0.000 1.044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p<0.01, *p<0.05

Model 1; R2 =0.045, Model 2; R2 =0.090, Model 3; R2 =0.206, Durbin-Watson=2.018

<Table 5> Factors affecting the image of dental hygienists

Variable
Importance of 

dental hygienists

Traditional 

image

Social

image

Professional 

image

Personal 

image

Importance of dental hygienists 1

Traditional image 0.397** 1

Social image 0.210** 0.613** 1

Professional image 0.391** 0.779** 0.670** 1

Personal image 0.051 0.510** 0.348** 0.473** 1

by correlation analysis、 
**p<0.01, *p<0.05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importance of dental hygienists and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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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중요도가 낮은 그룹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고, 중요도가 높은 그룹은 면허증취득에 대해

서는 아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으나 의료인이라고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최와 박[20]의 의료기사로 알고 있는 

비중이 높은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최와 박[20]의 

연구가 2020년도 이전에 시행되었으므로 그 당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논쟁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한 연구는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치과위생사 

업무의 중요도가 낮다고 인식한 그룹에서 80.0%가 모른다고 

하였고, 중요도가 높은 그룹은 61.8%가 모른다고 하였다. 치과위

생사의 명칭 또한 치과위생사의 중요도에 상관없이 ‘선생님’이

라는 호칭이 가장 높았고, 이는 최와 박[20]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 이유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에서 겹치는 

부분이 상당하여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

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치과위생사는 예방과 구강 보건교육에 힘쓰는 구강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치과의사의 

진료 협조 업무에 치중하여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이미지가 낮기 

때문이라 생각된다[21-23]. 이러한 이미지는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대상에 대한 경험과 관련된 

정보의 인식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14].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에 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직업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이며 끊임없는 변화를 확인하기 위함

이다. 이에 치과위생사의 전통적 이미지는 치과위생사의 중요도

가 낮은 그룹에 비해 높은 그룹에서 높았다. 그중에서 ‘깨끗하고 

단정한 이미지’가 가장 높았고 이는 강[18]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의 전문적 이미지 

또한 치과위생사의 중요도가 높은 그룹에서 높았다. 이는 치과위

생사의 독립적인 진료를 받아 본 환자들에게서 전문적 이미지를 

높게 평가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치과위생사가 전문인으로 지속

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치과 병⋅의원 

안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독립

적인 진료업무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이미지는 치과위생사의 중요도가 낮은 그룹에 비해 높은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로 높았지만, ‘치과의사와 동료 입장에서 

일을 한다.’는 치과위생사의 중요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이는 많은 사람이 치과위생사의 중요도와는 상관없이 치과의

사와 치과위생사가 치과 병⋅의원이라는 조직에서 동료라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관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치과

위생사는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취득한 전문 직업인으로 치과의사, 

치과기공사와 함께 협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서 국민의 구강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전문 

인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 스스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라[24]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이미지에 대해 ‘사회적 지위가 높다’라는 항목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1.67%로 편중되어 있어 치과위생사는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직무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일해야 

할 것이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산하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치과 병⋅의원 내에서 치과위생사의 중요

도는 치과위생사의 개인적 이미지를 제외한 전통적 이미지, 사회

적 이미지, 전문적 이미지와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 이는 환자가 

치과위생사에게 느끼는 개인적인 불만과 스트레스는 전체 치과

위생사의 이미지와 관련성이 없음을 시사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하여 확인한 결과 

치과 방문 간격이 짧을수록, 치과위생사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치과위생사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치과 

병⋅의원을 자주 방문하여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치과위생사의 이미지는 높다는 것을 반영하므로 

치과위생사는 자신의 전문적인 업무를 통해 사람들의 구강 건강

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치과 방문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부산 경남의 일부 성인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에 따른 단면조사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을 확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좀 더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추가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중요성을 높이고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일부 성인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중요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전문 직업인 이미지의 차이를 확인하고, 치과위생

사의 중요도를 강조하여 이미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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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시행되었다.

1. 치과위생사 중요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 중 

치위생학과의 유무, 직업 인식 유무, 직업 업무 인식 유무,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차이 인식, 전문직 종사자 인식, 

면허 취득 인식, 의료기사 인식, 치과위생사 구별에서 업무, 

복장, 받아본 의료서비스 종류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2. 치과위생사의 중요도와 치과위생사의 전통적 이미지(r=0.397, 

p<0.001), 사회적 이미지(r=0.210, p<0.001), 전문적 이미

지(r=0.391, p<0.001)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3. 치과위생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나이가 어릴수

록(β=-0.349, p<0.001), 직장인일수록(β=0.231, p<0.01), 

치과병⋅의원 방문 간격이 짧을수록(β=-0.224, p<0.001), 

치과위생사의 중요도가 높을수록(β=0.351, p<0.001) 치

과위생사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를 통해 치과 방문 간격이 짧을수록 치과위생사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치과위생사의 전문적 직업 이미지

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과위생사의 중요도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치과위생사 스스로도 

직업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직업윤리의

식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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