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치위생학은 구강병 예방과 건강증진 위한 행동관리 및 예방적 

구강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기술과학[1]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 치과

진료협조, 경영관리지원 등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치과위생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 대부

분의 대학에서 치과위생사 양성의 목적은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와 

치과진료협조 및 경영관리지원 등에 관한 이론과 기술습득으로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에 따라 치위생교육

을 하고 있다[3]. 한국에서 치위생교육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치위생(학)과의 교육과정은 학제의 개편과 함께 지속적인 개발

이 이루어지고 있다[4]. 그동안 치과위생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

이나 치과계의 활동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편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치위생 교육과정은 지나치게 세부적인 전공과목으로 구성

되어있고, 다른 학문 분야와의 통합성이 부족하여 학생들은 전공 

간의 상호 연계가 부족하며 단절된 과목의 형태로 각 전공을 

학습하고 있다[5]. 현재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과거 치과대학 

교육과정의 축소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목 수가 많고, 

치과위생사 고유의 업무를 위한 교과목은 일부 교과목에서 전공

역량을 배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임상현장에서 치과위생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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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예방치과진료 업무보다 치과진료 협조에 높은 업무비중이 

있는 실정이다[3].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의 Oral health therapist

는 치과질환의 예방에 원칙을 두고 치주낭 측정, 치면세균막제거,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을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는 국소마취를 수행하기도 한다[6]. 단순히 치과진료를 협조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치과위생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3].

미국은 2011년 북미치의학교육협의회 ADEA에서 국가차원의 

신규치과위생사역량(Competencies for Entry into the Profession 

Dental Hygiene)을 공식화하여 치위생학과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의 치의학교육인정평가위원회

(CODA)는 미국치과의사협회 산하기관으로 1975년에 설립되

었으며 미국 교육청에 의해 고등 교육 수준에서 시행되는 치과 

및 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치위생

학, 치기공학, 치과조무의 교육 프로그램 인정을 담당하고 있다. 

치위생학 교육 인증평가 기준(Accreditation Standard for Dental 

Hygiene Education Programs)은 7년마다 재 인정평가를 실시하

고 있다[7].

캐나다는 치위생 과정을 치위생교육과 실무의 표준으로 적용

하고 있으며, ADEA가 제시한 신규 치과위생사의 수행능력 영역

을 핵심수행능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지역사회 참여, 환자/고

객 돌보기, 자기 개발 등의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수행능

력 기술서에 제시된 수행능력을 갖추도록 하였다[8].

일본의 치위생 교육과정은 2001년 이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되었고, 2010년 4월 1일부터 치과위생사 양성 대학의 학제는 

2년제가 모두 폐지되고 3년제로 전환되었다.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시니어 및 장애인 등에 대한 교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고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사회구조로 변함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본의 치과위생사는 사회복지사

와 보건교사 1종 면허 등을 선택적으로 동시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있다[5].

최근 인구절벽의 문제로 학령인구가 줄어 2023학년도 대학입

시에서는 대학 입학자원이 정원보다 약 1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9]. 이러한 수치는 80개 정도의 대학이 신입생을 

한 명도 선발하지 못하는 수치로 약 100개 정도의 대학이 향후 

3년 이내에 위기에 직면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10]. 이러한 입학

자원의 감소로 대학은 신입생 확보에 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특히 지방의 대학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앞으로 대학은 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에 치위생(학)과

도 예외일 수 없다.

치위생(학)과는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변화하고 

있는 치과계의 환경과 임상현장 및 시대적 변화에 대하여 파악하

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치과

위생사의 직업활동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수행능력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치위

생학 교육 평가인증제도와 치위생학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필요

성의 인식으로 인하여 국외 치위생(학)과의 교육과정 운영현황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8년 이후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과 한국 치위생(학) 교육과정

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Table 1>. 하지만 대부분

의 연구가 미국에 국한되어 있거나, 여러 개의 국가를 광범위한 

수준에서 분석한 자료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한국 치위생(학)과

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참고하기에는 

제공된 연구 자료 속 세부적인 정보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치위생교육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자료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선진국인 호주, 뉴질랜드와 한국의 치위생 

교육과정 운영을 비교한 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선점과 보완

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앞으로 한국의 치위생 교육이 

2019 2017 2015 2014 2010 2009 2006 Total

United States of America 1 1 1* 1 1 1 6

Canada 1* 1 2

England 1* 1

Japan 1 1* 1 3

Search engine; Within Korea_RISS, KISS, Overseas_Pubmed, Google Scholar

Search keyword; Within Korea_“Dental hygiene education”, ”South Korea + Overseas”

Overseas_“Compare”, “Dental hygiene curriculum”, “South Korea”

*Multi-country comparison data

<Table 1> Overseas Dental Hygiene Studies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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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호주, 뉴질랜드와 한국의 치위생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Oral health 전공이 있는 호주 4개 대학교와 뉴질랜드의 

2개 대학교를 선정하였다. 호주의 경우 전문적인 치위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멜버른(The University of Melbourne), 라트로

브(La Trobe University), 아들레이드(The University of Adelaide), 

시드니(The University of Sydney)총 4개 대학을 선정하였으며, 

뉴질랜드는 오타고(The University of Otago)와 오클랜드 공과

대학(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의 2개 대학을 선정하

여 각 대학의 2020학년도 치위생 교육과정을 비교하였다.

2. 연구방법

호주의 4개 대학은 해당 대학으로 메일을 보내어 연구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여 확인하였고, 메일 회신이 되지 않는 대학교는 

직접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파악하였다. 

일부 대학교는 Oral health 주임교수에게 전달받은 학생 교육용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확보하였고 심층적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

는 관련 서적과 실제 해당 대학교 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그리고 

해당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현지 Oral Health Therapy를 전공한 

학생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뉴질랜드의 2개 대학 역시 

해당 대학으로 메일을 보내어 연구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해당 대학교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교육

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다운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뉴질랜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국 유학생을 만나 학생을 통하여 해당 

교육과정과 자료를 확보하여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였다. 한국의 

82개의 대학 중 4년제와 3년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팀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대학의 선별과 교육과

정이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4개의 4년제 대학교와 6개의 

3년제의 대학교를 선정하였다. 한국의 10개 대학교는 일부 대학 

교수님들께 양해를 구하여 교육과정을 확보하거나 해당 대학교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A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통하여 심의면제에 관련된 

연구로 신청하였으며 승인(IRB No. 1041449-202005-HR-001)을 

받았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국내와 국외 교육과정에서 세분화

되어 있는 교과목들을 기초영역, 공중보건영역, 교내임상영역, 

교외실습영역, 연구영역에 따라 교과목의 현황을 비교하였다. 

교과목 중 동일한 교과이나 명칭이 다른 경우는 하나의 교과목 

수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초영역 교과목 비교

기초영역 교과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약 24개의 교과목으로 

분류되었고, 호주는 11개의 교과목으로 뉴질랜드는 6개의 교과

목으로 분류되었다<Table 2>.

2. 공중보건영역 교과목 비교

공중보건영역 교과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약 12개의 교과목

으로 분류되었고, 호주는 9개의 교과목으로 뉴질랜드는 4개의 

교과목으로 분류되었다<Table 3>.

3. 교내임상영역 교과목 비교

교내임상영역 교과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약 21개의 교과목

으로 분류되었고, 호주는 10개의 교과목으로 뉴질랜드는 6개의 

교과목으로 분류되었다<Table 4>.

4. 교외실습영역 교과목 비교

교외실습영역 교과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약 10개의 교과목

으로 분류되었고, 호주는 4개의 교과목으로 뉴질랜드는 1개의 

교과목으로 분류되었다<Table 5>.

5. 연구영역 교과목 비교

연구 교과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3개의 교과목으로 분류되

었고, 호주는 5개의 교과목으로 뉴질랜드는 2개의 교과목으로 

분류되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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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ustralia New Zealand

About 21 subjects 11 subjects 6 subjects

 Dental morphology(Dental morphology practice, Dental 

morphology and practice)

 Anatomy of the head and neck(Anatomy practice of the head 

and neck, Anatomy and practice of the head and neck, 

Anatomy of the head and neck(VR), Oral anatomy)

 Oral histology and embryology(Histology and embryology)

 Dental terminology(Dental and medical terminology, Medical 

terminology)

 Dental hygiene ethics and introduction(Dental hygiene 

professionalism and ethics)

 Oral physiology(Dental hygiene physiology)

 Oral pathology(Dental hygiene pathology)

 Dental hygiene biochemistry

 Biochemistry and nutrition

 Dental nutrition

 Biology and practice(Biology and experiment)

 Chemistry and experiment

 Dental hygiene psychology

 Oral microbiology(Oral microbiology and practice, dental 

hygiene microbiology, microbiology)

 Human anatomy(Human anatomy and physiology practice, 

Anatomy and physiology)

 Dental infection control

 Dental pharmacology(Dental hygiene pharmacology, Internal 

medicine pharmacological anesthesia)

 Oral medicine

 Clinical dentistry

 Dental hygiene theory

 Oral diseases and systemic diseases

 Oral Health Science 1A,1B

 Oral Health Science 2A,2B

 Dental and Health Science Ⅰ OH 

Part 1,2

 Human Biology Ⅰ OH Part 1,2

 Human Biology Ⅱ OH Part 1,2

 Human Bio-sciences A,B

 Introduction to Oral Sciences

 General Medicine A

 Oral Medicine, Special Needs 

Dentistry and Pharmacology

 Foundations of Oral Health I,Ⅱ,Ⅲ,Ⅳ

 Life Sciences I,Ⅱ

 Human Anatomy and Physiology I,Ⅱ

 Pharmacology for Professional 

Practice

 Oral Biology and Pathology

 The Body and its Environment

 The Oral Environment: Health and 

Disease

 Human Disease and Pharmacology

<Table 2> Oral Health Science Subjects Comparison

Korea Australia New Zealand

About 11 subjects 9 subjects 4 subjects

 Community oral health service(Health service, Dental hygiene service)

 Public health(Public oral health, Public oral health practice, Public oral 

health_capstone)

 Health humanities and problem solving

 Health information practice

 Health statistics(Health statistics and practice, Oral health statistics, 

Oral health statistics and practice)

 Oral health education(Oral health education practice, Oral health 

education and practice, Community oral health, Community oral health 

practice, Community oral health and practice)

 Education dental hygiene(Education dental hygiene and practice, 

Education dental hygiene practice_capstone design, Dental hygiene 

education in-depth practice)

 Social dental hygiene(Community dental hygiene practice, Community 

dental hygiene_capstone design)

 Oral disease and epidemiology_capstone design

 Medical law(Public health law, Public health law and ethics)

 Capstone design_dental hygiene capstone design

 Society and Health 1A,1B

 Health Promotion 2A,2B

 Dental and Health Science Ⅰ OH Part 1,2

 Professional Studies Ⅰ OH Part 1

 Dental & Health Science Ⅱ OH Part 1,2

 Individual Determinants of Health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Dentistry Public Health & Preventive 

Practice

 Global Perspective in Oral Health

 Oral Health Promotion

 Oral Informatics

 Health Promotion

 Community Oral Health 

and Oral Health 

Promotion

<Table 3> Public Health Subjects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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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ustralia New Zealand

About 21 subjects 10 subjects 6 subjects

 Periodontology, Conservative dentistry, Prosthodontics, 

Professional subject pediatric dentistry, Orthodontics, 

Oral & Maxillofacial surgery, Dental nutrition, 

Implantology for dental hygienist, Hospital coordinator, 

Dental English for dental hygienist, Emergency guide for 

dental hygienist

 Behavioural sciences for dentistry (Practice management 

in dentistry)

 Dental psychology

 Dental reception and practice management

 Oral prophylaxis (Dental prophylaxis, Fundamentals of 

periodontal instrumentation)

 Dental radiography (oral radiology practice, Atlas of oral 

and maxillofacial radiology)

 Dental materials practice (Practical exercise book of 

dental materials)

 Preventive dentistry (Contemporary preventive dentistry, 

Preventive dental hygiene practices, Clinical preventive 

dentistry)

 Infection control in the dental office (Hospital acquired 

infection control, Control infection)

 Dental health insurance

 Pre clinical practice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e 

based on dental hygiene process, Clinical practice of the 

dental hygiene)

 Oral Health Practice 1,2,3

 Clinical Practice I OH Part 1

 Clinical Practice II OH Part 1

 Dental & Health Science III OH Part 1,2

 Preclinical Oral Health Practice

 Clinical Oral Health Practice

 Interdisciplinary Oral Health Care

 Oral Health Clinical Practice 1,2,3,4

 Foundations of Oral Health5,6

 Integrated Oral Health Clinical Practice1,2

 Introduction to Oral Health 

Practice

 Oral Health 1,2,3

 Oral Health Assessment

 Clinical Oral Health Practice

 Oral Health Therapy 1,2

 Advanced Oral Health Therapy 1,2

<Table 4> Clinical Practice Subjects Comparison

Korea Australia New Zealand

About 10 subjects 4 subjects 1 subjects

 Clinical dentistry

 Clinical practice 1,2,3

 Field practice 1,2,3

 Clinical field practice 1,2,3,4

 Intensive clinical practice

 Dental clinical practice

 Cooperative learning-based practice

 Clinical community practice

 Community oral health practice

 Field clinical practice 1,2,3

 Oral Health Practice 2,3

 Clinical Practice III OH Part 1, 2

 Evidence Based Oral Health Practice

 Comprehensive Oral Health Management 1,2

 Professional Practice and Ethics

<Table 5> Field Practice Subjects Comparison

Korea Australia New Zealand

About 3 subjects 5 subjects 2 subjects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ental Hygiene Study

 Dental hygiene study 1,2

 Clinical dental hygiene case study

 Oral Health Therapy Research

 Professional Studies I OH Part 2

 Professional Studies II OH

 Oral Health Elective III OH Part 1,2

 Researching Dentistry

 Methods of Research and Enquiry

 Applied Oral Health Research

<Table 6> Oral Health Research Subjects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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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한국, 호주 및 뉴질랜드 치위생학 전공의 총 16개 

대학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서 한국과 해외의 교육과정 공통적

인 부분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교과목을 기초영역, 공중

보건, 교내임상, 교외실습, 연구영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호주와 뉴질랜드 교육과정과의 차이

점을 알고 향후 한국 교육과정의 변화 의지와 개선점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호주와 뉴질랜드 치위생학 교육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고, 기초영역, 공중보건, 교내임상, 교외

실습, 연구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각 교과목들은 연계성을 

가지며 교과목 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멜버른 대학교의 경우 

Oral health Science 1A(1학년), 2A(2학년), Oral health Science 

1B(1학년), 2B(2학년)의 형태로 교과목의 성격상 유사하며 연계

성 있게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교과목 운영을 

통해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수월성과 해당과목의 교과와 연결되

어 있는 다른 교과목의 연계로 인해 학업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라트로브 대학교의 경우 Oral Health Clinical Practice 

II 교과목 안의 내용으로 Periodontal Instrumentation, Tooth 

Conservation in a simulation environment, Periodontal 

instrumentation skills in the pre-clinical, Dental radiography, 

Professionalism and ethics, Communication and motivational 

behaviour change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학기 동안 

운영이 된다. Oral Health Clinical Practice III 에서는 Periodontal 

clinical practice, Medical emergency management, Radiography 

knowledge, Local anaesthesia, Caries Management System to 

patient care and engage in pre-clinical practice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교과목 속에서 DT와 OHT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고, 다양한 교과내용을 통해서 자격 취득 후 실제로 임상현장에

서 필요한 내용들로 교과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멜버른 대학교에

서는 한 과목의 단위가 1년 과정으로 개설되어있고 이를 수강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교육과정의 운영이 한국과는 다르다. 오클

랜드 공과대학교 내 과목 중 Oral Health II 에서는 Pulpotomies, 

Stainless steel crowns and tooth coloured restorations, Periodontal 

care, Management of oral infections, Oral pathology, Pain; 

planning care for patients with disabilities, chronic disease, 

high rates of oral disease, Early childhood caries 등의 내용으로 

교과내용이 구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뉴질랜드의 교육과정은 

호주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호주와 뉴질랜드

는 주로 한 교과목 내 통합교육을 통해 수업을 진행한다. 호주의 

교육제도는 최소한 50%는 임상실습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있

고 이론과 실습비중이 대체적으로 50:50의 비율을 이루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교육과정의 목표가 치과 팀의 

일원으로 치과의사의 감독 없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11]. 호주와 

뉴질랜드의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수업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

고 있고 한국과 호주 및 뉴질랜드 대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진행하

는 과목은 주로 기초영역 과목이었다. 하지만 호주와 뉴질랜드는 

기초영역 내에서도 치과위생사로서 필요한 내용만 주로 선별적

으로 시간을 배정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편이고, 한국은 특정 

교과목을 한 학기동안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체적으로 임상

에서 치주학, 예방치학, 방사선 관련 교과내용은 공통적이고, 호주

와 뉴질랜드 교과목 중에서 치면세마론의 교과목은 따로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에서는 국가시험으로 인하여 

치면세마론은 공통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개설되어 있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개설되어 있는 마취학의 경우 이론과 

함께 실습이 이루어지는데 학생 상호실습 사전에 충분한 실습을 

통해서 진행하며, 실습수업 시 학생 5-6명당 교수 1명이 배정되어 

수업과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몰입감과 만족감이 매우 높다.

이에 비해 한국의 교육과정은 대체로 세분화된 하나의 교과목

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배정하고 국가시험에 관련된 수업내용을 

기반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이는 과거의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진료보조 업무의 역할에 집중되어 치의학 지식 습득에 치우쳐 

있다[12]. 우리나라 치위생학 교육과정은 치과대학의 교육과정

을 모델로 하여 개발됨에 따라 교과영역, 과목명 등이 치의학의 

학문체계와 치과대학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으며 임상에서의 

역할 또한 치과위생사가 계속관리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구강건

강을 증진시키는 전문 인력이라는 인식보다는 치과의사의 진료

를 보조하는 기능 인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만연하다보니 치과

위생사 역량달성 및 치과위생사 양성교육에 부적합하다고 검토

하였다[13][14]. 모든 교과목의 구성이 세분화되어 치과대학의 

축소판 교육과정과 유사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가시험 

과목의 나열을 통해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한국의 10개 

대학 교육과정을 파악한 결과, 동일 교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명칭

이 다양하여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급변하

는 치과계의 의료환경은 의료서비스 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력을 갖춘 치과의료 인력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4차산업 혁명시대에서 요구하는 창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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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능력과 올바른 가치관을 갖춘 구강보건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과목 발굴 및 교육의 방향도 

변화되는 다양성도 중요하다[15]. 치위생학 전공 관련 교과목의 

다양화는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경험과 지식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서 동일과목의 다양한 교과목의 

명칭은 혼란을 덜 야기 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과내용과 교과목

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영역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학생

들은 반드시 Research를 진행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고 입학 

후 지도교수 배정과 함께 지속적인 연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선정된 한국의 10개 대학교에서 연구영역이 

진행되는 학교는 2개 대학으로 4년제 학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임상 영역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탐구하고 논의하면서 문제해

결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교과개발이 중요할 것이다.

한국의 치위생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치과의사와의 협조

는 매우 긴밀하다. 더군다나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 및 개발을 

통해서 치과위생사 고유의 업무범위 확대와 정착을 위한 법적인 

보장과 제도화가 절실하다. 국외 대학의 경우에는 치위생 교육과

정 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세부전공을 통합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자격인증시험으로 개인업무수행능력에 초점

을 맞추어 자격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남과 유[10]는 우리나라도 

치과위생사의 발전을 위해서 현행 국가시험의 질과 국가시험제

도 개선을 위해 직무기술서와 직무요건서 개발 및 국가시험 

교과목의 타당성이 요구되며, 모든 임상과목을 통합하여 다양한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 업무 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춘 문제해결방식의 포괄치과위생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 

개선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기존에 치위생(학)

과 교육이 전공영역에 치중하여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학교 교육

에서 전공역량과 직업기초능력을 융합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치위생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각 학년별, 단계별 진로교육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역량강화에 학생 개인, 학과, 대학차원

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의 의미하기도 하다[16]. 양[11]은 치과

위생사 전문 직업성과 교육과정의 교육평가 요소에 있어 국가시

험은 치과위생사의 여러 측면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의 필요성

을 주장하였다.

원 등[2]은 치위생학의 학문 정립을 위해 치위생학의 교유 

교과목 명칭을 사용하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산하 한국치위생

평가원을 통해 표준교육과정안의 활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변화

하는 치과계에 대비하고 업무확립을 위해서는 치위생교육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며, 한국의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재정립하고 치과위생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과정

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치과의사의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실제로 임상현장에

서 한국의 치과위생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과내용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한국과 호주 및 뉴질랜

드 교육과정의 비교를 통한 한국 치위생교육의 방향을 한번 

더 고민하고, 업무범위와 그 비중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한국, 호주 및 뉴질랜드 치위생학 전공의 총 16개 

대학의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기초영역, 공중보건, 교내임상, 

교외실습, 연구영역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우리

나라 교육과정과 호주와 뉴질랜드 oral health 전공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통하여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한국 치위생 교육

과정 변화와 시도에 있어 참고할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1. 기초영역 교과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약 24개의 교과목으

로 분류되었고, 호주는 11개의 교과목으로 뉴질랜드는 6개

의 교과목으로 분류되었다.

2. 공중보건영역 교과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약 12개의 교과

목으로 분류되었고, 호주는 9개의 교과목으로 뉴질랜드는 

4개의 교과목으로 분류되었다.

3. 교내임상영역 교과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약 21개의 교과

목으로 분류되었고, 호주는 10개의 교과목으로 뉴질랜드는 

6개의 교과목으로 분류되었다.

4. 교외실습영역 교과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약 10개의 교과

목으로 분류되었고, 호주는 4개의 교과목으로 뉴질랜드는 

1개의 교과목으로 분류되었다.

5. 연구 교과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3개의 교과목으로 분류

되었고, 호주는 5개의 교과목으로 뉴질랜드는 2개의 교과목

으로 분류되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한국의 교육과정은 동일 교과에서 다양한 

교과목 명칭이 있어 혼란스러움이 있었고, 외국의 교육과정은 

한 과목 속에서 oral healrh therapist의 업무역량에 꼭 필요한 

주제를 교육하고 있었다. 그리고 외국에 비해 한국 학생들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교육과정의 결과에서는 여전히 

치과위생사 고유 업무에 대한 교과목보다 치과의사의 교육과정

의 축소판이었으며, 변화하는 치과계에 대비하고 치과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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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치위생교육에 대한 재정비와 교육과

정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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