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국민 소득 증대, 교육 수준 향상, 의학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건강과 예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자 하는 환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료수준의 발전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치과계 또한 구강건강을 

위해 치과의료서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졌다[1]. 치과의

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업무에 대한 

역량을 전문화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이자 임상술식가이며, 구강질환의 예방과 건

강증진을 위한 대상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구강보건교육자

이다[2].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단순히 치과의사 옆에서 보조인력

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치과위생

사의 전문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치과위생사의 전문임상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치위생(학)과에서는 포괄위치

생교육과정을 주도하고 선도하는 치위생학 교육과 임상실무능

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목표를 세우고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

인 영역으로 치위생학 분야의 학문적 체계를 확고히 하여 치과위

생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3]. 임상치위생 관련 

통합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 포괄치위생교육과정은 임상에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적인 역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로 

하는 교육하는 과정이다. 포괄치위생교육과정의 기본이 되는 

치위생과정(Dental Hygiene Process)에서는 환자의 정보 비롯하

여 치위생 사정, 판단, 계획, 수행, 및 평가를 중심으로, 치과위생

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 진료 대상자 개인의 구강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2].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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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진료 및 구강보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상적 판단과 

임상 기술역량을 향상 시키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4]. 또한 

포괄치위생교육과정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대상자와 협의하

여 궁긍적으로 목표한 바를 달성하고 대상자로 하여금 자기관리

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강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5]. 

치과위생사에게 포괄치위생교육과정의 만족도가 직업 전문성

에 부여하여 직업만족도 높아지고 전문성을 갖춘 치과위생사를 

배양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치과위생

사의 직업만족도와 관련된 자료는 선행연구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치과위생사의 직업 전문성과 포괄치위생교육과정에 관

한 자료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포괄치위생교

육과정의 만족도와 치과위생사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전공 만족도와 직업 전문성과의 관련된 요인을 

찾아내어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직업전문성과 포괄치위생교육과정 만족도의 관련성을 파악하

여 치위생교육에 대한 발전과 관심증대 및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10월 5일부터 10월 28일까지 경남과 부산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50명에게 배포하였다. 연구대상을 비

확률표본추출법인 편의추출법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조사방법

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참여의사를 밝힌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에게 포괄

치위생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대상자

의 표본수는 G*Power 3.1 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표본수를 정하기 위해 Effect size 0.08, 유의수준 

α 0.05, 탈락률을 고려할 때 표본수는 64명으로 128명이 나온다. 

온라인 설문지의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한 탈락률을 감안하여 

대상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였고 최종 200부를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치과위생사의 직업전문성과 

포괄치위생교육만족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3부분의 

구조화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6문항), 직

업전문성(10문항), 포괄교육만족도(10문항)등을 측정하는 총 26

문항이며, 각 요인별 세부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치과위생사의 

직업전문성에 관한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 전문

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고, 포괄치위생교육과정 만족도에 

관한 문항 또한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에 대한 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각 요인별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은 성별, 경력, 졸업학점, 임상실습 

학기 수, 진학동기, 진공만족여부 6개 문항을 고려하였다. 성별은 

남자, 여자로 측정하였으며 경력은 1년, 2년, 3년, 4년차 이상 

4개의 범주로 나누었으며 졸업성적은 3.0이하, 3.0~3.5, 3.5~4.0, 

4.0이상으로 나누었고, 실습학기수는 2학기 이하, 3학기, 4학기, 

5학기 이상으로 4개의 범주로 측정하였다. 진학동기는 시험성적, 

취업전망, 미래비저, 주위의 권유 4개의 범주로 측정하였고, 전공

만족 여부는 ‘예’와 ‘아니오’로 2개의 범주로 측정하였다.

2) 치과위생사 직업전문성 측정

치과위생사의 직업전문성의 측정은 김의 설문지[6]를 수정 

보완하여 참고하였다. 적극적으로 치과위생사 전문조직이 추구

하는 목표,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에 자부심, 치과위생사의 직무를 

얼마나 많이 환자를 도울 수 있는지,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헌신하는 것은 보람되는지,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해 흥미, 세미나 등 연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보상이 크다고 생각하는지, 적극적으로 

윤리를 준수해야 하는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라

고 생각하는지, 치위생 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지라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10으로 나타났다.

3) 포괄치위생교육과정 만족도

포괄치위생교육과정 만족도의 측정은 김과 조의 설문지[5],[6]

를 수정 보완하여 참고하였다. 교과지식 이해의 도움, 전공과목

의 자신감, 효과적인 진료보조의 도움, 학업성취에 도움, 다양한 

경험, 학문적 지식 풍부, 내용의 만족도, 치과임상 현장과 연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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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 치위생 업무의 기술적 역할에 도움, 치위생 업무의 

성취감에 도움이 되는지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38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및 방법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은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PASW 

Statistics 26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α)은 0.05로 고려하였다. 연구대

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전문성과 포괄

치위생교육과정 만족도의 차이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전문성과 포괄치위생교육과정 만족

도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 또는 일변량분산분석법(one way 

ANOVA)을 수행하여 검정하여, 일변량분산분석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의 다중비교법을 

이용하여 사후 검정하였다. 또한 직업전문성과 포괄치위생교육

과정 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

가 183명(9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자는 17명(8.5%)으로 

조사되었다. 경력은 1년차가 71명(35.5%)로 가장 많았고, 4년차 

이상이 53명(26.5%), 3년차 41명(20.5%), 2년차 35명(17.5%)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 성적(평점)은 3.0~3.5가 84명(42.0%)으로 

가장 많았고, 3.5~4.0이 58명(29.0%), 3.0이하가 32명(16.0%), 

4.0이상이 26명(13.0%)으로 나타났다. 실습 학기 수는 3학기가 

97명(48.5%)으로 가장 많았으며 4학기가 45명(22.5%), 2학기 

이하 39명(19.5%), 5학기 이상 19명(9.5%)순으로 나타났다. 진

학동기에서는 취업 전망이 112명(56.0%)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래 비전 35명(17.5%), 주위의 권유 30명(15.0%), 시험 성적 

23명(11.5%)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 만족 여부에서는 ‘예’ 

라는 응답이 155명(77.5%)으로 ‘아니오’ 라는 응답 45명(22.5%)

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직업 전문성

연구대상자의 직업 전문성은 <Table 2>와 같다. 항목 중 ‘치과

위생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가 3.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치과위생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88점, ‘나는 적극적으로 치과위생사 전문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지지하고 있다.’ 3.78점, ‘나는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 3.77점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위생사는 업무로부터 받게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보상이 크다고 생각한다.’가 3.30점으로 연구대상자의 직업 전문

성 점수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업 전문성 전체 평균은 3.65점

이었다.

Characteristics N(%)

Gender

male 17( 8.5)

female 183(91.5)

Career(years)

one year 71(35.5)

two years 35(17.5)

three years 41(20.5)

four years 53(26.5)

Graduation record

more than 4.0 26(13.0)

3.5~4.0 58(29.0)

3.0~3.5 84(42.0)

less than 3.0 32(16.0)

Number of practical semesters

less than two semesters 39(19.5)

three semesters 97(48.5)

four semesters 45(22.5)

more than five semesters 19( 9.5)

Motive for entering school

the results of an examination 23(11.5)

employment prospects 112(56.0)

future prospects 35(17.5)

advice of the people 30(15.0)

Satisfaction with one's major

Yes 155(77.5)

No 45(22.5)

Total 200(100)

<Table 1>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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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괄치위생교육과정 만족도

연구대상자의 포괄치위생교육과정 만족도는 <Table 3>과 같

다. 연구대상자의 포괄치위생교육과정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치위생 업무의 기술적 역할에 도움을 준다.’가 4.0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포괄치위생교육과정은 치과 임상 현장과 연계되는 

내용이다.’ 4.05점, ‘포괄치위생 교육과정은 다양한 경험을 익히

게 한다.’ 3.94점, ‘포괄치위생교육과정은 효과적인 진료 보조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가 3.92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포괄치위생교육과정은 학문적 지식을 풍부하게 해준다.’가 

3.6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포괄치위생교육과정 만족도 

전체 평균은 3.84점으로 나타났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전문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 전문성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는 <Table 4>과 같다. 직업전문성은 성별에서 여자(3.67)

가 남자(3.39)보다 높았고(t=1.596, p=0.112), 경력에서는 1년

(3.69)이 가장 높았으며(t=1.534, p=0.207), 졸업학점은 4.0점 

이상(3.87)에서 가장 높았고(t=1.076, p=0.360), 포과실습 교과

목을 배운 학기 수에서는 4학기(3.79)에서 가장 높았고(t=0.940, 

p=0.422), 입학동기에서는 미래전망(3.73)으로 가장 높았으며

(t=1.777, p=0.153)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전공에 

대한 만족에서는 ‘예’(3.83)응답이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t=8.443, p<0.001).

Characteristics Mean±SD

I actively support the goal pursued by dental hygienists. 3.78±0.83

I take pride in my profession as a dental hygienist. 3.77±0.90

A top-priority measurement of how well a dental hygienist performs his or her duties is how much he or she can help patients. 3.60±0.92

I think it's worthwhile to devote myself to getting a job as a dental hygienist. 3.49±0.94

I am interested in the work of a dental hygienist. 3.55±0.98

I think I must actively participate in training and education such as seminars hosted by my occupation and related organizations 

or organizations.

3.53±1.07

The dental hygienist thinks that the invisible psychological compensation they receive from work is great. 3.30±1.18

I think dental hygienists should be more active in their ethics. 3.88±0.81

I think the most important task of a dental hygienist is to provide the best medical care to patients. 3.93±0.87

I feel rewarded by doing my best in dental hygiene. 3.67±0.92

Vocational expertise 3.65±0.71

<Table 2> Vocational expertise of the subjects.

Category Mean±SD

CDHC helps to understand the knowledge of the subject. 3.87±0.79

CDHC enhances your confidence in your major. 3.71±0.85

CDHC helps to provide effective medical assistance. 3.92±0.85

CDHC helps students achieve their studies. 3.68±0.91

CDHC will help you learn a variety of experiences. 3.94±0.82

CDHC enriches academic knowledge. 3.66±0.88

The content of the CDHC is satisfactory. 3.79±0.84

CDHC is linked to the clinical practice of dentistry. 4.05±0.84

CDHC helps with the technical role of dental hygiene. 4.06±0.82

CDHC helps to achieve a sense of accomplishment in dental hygiene work. 3.70±0.94

3.84±0.68Satisfaction with comprehensive dental hygiene curriculum

*CDHC : Comprehensive dental hygiene curriculum

<Table 3> Satisfaction with comprehensive dental hygiene curriculum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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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포괄치위생교육과정 만족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포괄치위생교육과정 만족

도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포괄치위생교육과정은 성별에서 

여자(3.88)가 남자(3.49)보다 높았고(t=-2.213, p=0.028), 경력

에서는 1년(3.93)이 가장 높았으며(t=2.809, p=0.041)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졸업학점은 4.0점 이상(3.95)에서 가장 

높았고(t=1.523, p=0.667), 포과실습 교과목을 배운 학기 수에서

는 3학기(4.01)에서 가장 높았고(t=1.357, p=0.257), 진학동기에

서는 미래전망(3.93)으로 가장 높았으며(t=1.379, p=0.250)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전공에 대한 만족에서는 ‘예’(3.96)

응답이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924, p<0.001).

6. 직업 전문성과 포괄치위생교육과정 만족도 간의 

관련성

직업 전문성과 포괄치위생교육과정 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Table 6>과 같이 직업 전문성과 포괄치위생교육과

정 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r=0.763, p<0.01).

Ⅳ. 고찰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를 졸업한 치과위생사의 직업전문성

과 포괄치위생교육과정 만족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

며 다양한 변인들을 규명하고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와 포괄

치위생교육과정 만족도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치과

위생사는 치과내원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치과진료를 위해 

진료에 협조를 할 뿐만 아니라 예방처치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

사로 전문적 역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직업전문성과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치위생교

육과정인 포괄치위생교육이 필요하다[8]. 본 연구에서 직업 전문

Characteristics Distribution (N)
Dental fear

(mean±SD)
T/F P

Gender male  17 3.39±0.75 -1.596 0.112

female 183 3.67±0.70

Career one year  71 3.69±0.74 1.534 0.207

two years  35 3.43±0.53

three years  41 3.65±0.73

four years  53 3.73±0.73

Graduation record more than 4.0  26 3.87±0.78 1.076 0.360

3.5~4.0  58 3.60±0.64

3.0~3.5  84 3.65±0.73

less than 3.0  32 3.57±0.68

Number of practical semesters Less than two semesters  39 3.59±0.77 0.940 0.422

three semesters  97 3.60±0.71

four semesters  45 3.79±0.68

more than five semesters  19 3.69±0.59

Motive for entering school results of an examination  23 3.50±0.49 1.777 0.153

employment prospects 112 3.71±0.75

future prospects  35 3.73±0.60

he advice of the people  30 3.43±0.74

Satisfaction with one's major Yes 155 3.83±0.64 8.443 <0.001

No  45 3.03±0.5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a,b The same letter denot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Duncan's multiple comparison (p＞0.05).

p-values were determined by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procedure.

<Table 4> Mean difference of vocational expertise according to subject’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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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체 평균은 3.65점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전

문성은 치위생 전공에서 ‘만족한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1). 또한 포괄치위생교육과정 만족도는 전체 

평균은 3.84점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포괄치위생교

육과정 만족도는 성별(p=0.028), 경력(p=0.041), 전공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1). 치위생 전공 여부에 따라 

직업전문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경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전공에 만족할수록 포괄치위생교육과

정의 만족도가 높았다. 권의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예방처치

자 역할에서 집단별⋅시기별 상호작용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28.775, p<0.001), 포괄치위생교육과정

은 치과위생사가 예방처치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하였다[9]. 치과위생사는 구강질환 발생

에 대한 예방처치업무와 구강보건교육 수행 등 계속구강건강관

리 등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교육자의 역할은 피교육자가 구강보건상의 문제를 구

체적으로 해결하며, 문제점을 찾아내는 태도를 가지고 행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다[10]. 

현 치위생(학)과의 교육과정에서 임상교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거

나 한 학기 정도에만 걸쳐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학습내용을 이해하는 실정이다.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를 높

여주기 위해서는다양한 환자사례에 따른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Characteristics Distribution (N)
Satisfaction of CDHC

(mean±SD)
T/F P

Gender male 17 3.49±0.68 -2.213 0.028

female 183 3.88±0.68

Career one year 71 3.93±0.68b 2.809 0.041

two years 35 3.54±0.52ª

three years 41 3.91±0.68b

four years 53 3.85±0.74b

Graduation record more than 4.0 32 3.77±0.66 0.523 0.667

3.5~4.0 84 3.86±0.68

3.0~3.5 58 3.78±0.68

less than 3.0 26 3.95±0.74

Number of practical semesters less than two semesters 39 3.82±0.67 1.357 0.257

three semesters 97 3.76±0.73

four semesters 45 4.01±0.61

more than five semesters 19 3.82±0.60

Motive for entering school results of an examination 23 3.63±0.57 1.379 0.250

employment prospects 112 3.88±0.72

future prospects 35 3.93±0.54

he advice of the people 30 3.72±0.74

Satisfaction with one's major Yes 155 3.96±0.63 4.924 <0.001

No 45 3.42±0.7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a,bThe same letter denot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Duncan's multiple comparison (p＞0.05).

p-values were determined by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procedure.

<Table 5> Mean difference of Satisfaction of Comprehensive Dental Hygiene Curriculum according to subject’ characteristics

Vocational expertise Satisfaction of CDHC

Vocational expertise 1

Satisfaction of CDHC 0.763** 1

<Table 6> Correlation of vocational expertise and satisfaction of CD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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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진료협조 업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임상교과목으로 

통합해야 할 것이다[11]. 또한 포괄치위생교육과정으로 종합적

인 사고능력을 배양시키고 치위생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포괄치위생교육과정은 상황에 

따른 내원의 사례로 진료협조업무를 습득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이다. 개인의 구강관리 및 구강질환을 관리하

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통합된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포괄치위

생교육과정은 효율적인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으로 최상의 진료

서비스로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내원자에게 최상의 만족도를 줄 

수 있을 것이며 치과위생사의 직업 전문성도 높아질 것이다[12].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직업전문성과 포괄치위생교육과

정 만족도의 상관분석 결과 양(+)의 관련성으로 포괄치위생교육

과정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직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치과위생사 실제 업무 

포괄, 구강보건전문가로서 역할 보장 및 확대, 전문 의료인력으

로서의 지위확보 등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13]. 포괄치위생교

육과정으로 직업적 목표 및 본질을 알아볼 수 있으며 자신의 

직업적 존중감 뿐만 아니라 직업적 만족감을 높여 직업의 전문성

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학문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법적 업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독립적으로 예방업

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치과위생사의 인력활용 구축이 절실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였기에 우리나라 치과위생사들을 대표할 수는 없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일부 치과위생사들

의 직업 전문성과 포괄치위생교육과정을 공식화된 객관적인 

설문도구를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이용으

로 응답 성실정도에 제한점도 있었다.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치과위생사의 직업전문성과 포괄치위생교육의 관련성 연

구가 활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직업 전문성을 향상 시켜 직업 

만족감으로 올릴 수 이도록 제언을 하였으며 향후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치과위생사의 직업 전문성과 포괄치위생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직업전문성과 포괄치위생교육과정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치과위생사의 직업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포괄치위생교육과정을 경험한 치과위생사 200명을 

대상으로 일부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전문성과 포괄치위생교육

과정의 관련성을 조사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 전문성 전체 평균은 3.65점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전문성은 전공 만족여부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포괄치위생교육과정 만족도 전체 평균은 3.84점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포괄치위생교육과정의 

만족도는 성별, 경력, 전공 만족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치과위생사의 직업전문성과 포괄치위생교육과정 만족도

의 상관분석 결과 포괄치위생교육과정의 만족도가 높을

수록 직업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직업전문성과 포괄치위생

교육과정의 관련성에 대한 관련요인을 확인 할 수 있는 결과로서 

하나의 지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후속연구에서도 포괄치위생교

육과정을 실시하면서 직업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포괄치위생교육과정

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연구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직업전문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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