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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author key words and MeSH (Medical 
Subject Headings) terms i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JKSDH). Methods: 
A total of 3,242 author key words from 974 informative articles published from 2001 to 2015 
were compared with MeSH terms,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complete coincidence, incomplete 
coincidence, and complete non-coincidence. Results: The coincidence rate of 564 author key 
words with MeSH terms was 17.4%. The author key words that appeared most frequently (in 
descending order) were oral health (41 times), dental hygienists (30 times), dental caries (29 
times), and knowledge (29 times). There was a non-coincidence rate of 70.5% for 2,286 author 
key words with MeSH terms. Conclusions: Many author key words used in the JKSDH did 
not coincide with MeSH terms. The use of author key words that coincide with MeSH terms is 
necessary to accomplish the internation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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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과학적 근거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 EBM)과 과학적 

근거와 임상경험을 중요시하는 근거중심수행(Evidence based practics, EBP)의 개념은 치료의 패러다임
으로 자리 잡고 있다[1-3]. 치위생 분야 역시 구강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4] 환자의 행동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5] 이러한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의학 분야와 보건 분야에서 근거중심임상활동의 증
가는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위한 논문 검색의 중요성과 논문 검색에 사용되는 저자 키워드의 중요성을 더
욱 부각시키고 있다[6,7].

저자 키워드는 연구결과를 대표하는 중심단어이고, 자신의 연구 성과가 다른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8-10]. 효과적인 접근성을 위한 통일성 있는 저자 키워드 검색 색인으로는 
MeSH(Medical subject headings) 용어가 있다. MeSH는 미국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에서 만든 의학 주제명 표목(Medical subject headings)의 약어이고 가장 정확하면서 
적절하게 통제된 언어이다[11]. MEDLINE과 PubMED database 검색에서 MeSH 용어로 검색할 때 검색
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정확하고 확장된 검색이 가능하여 해당 학술지의 피인용지수를 높일 수가 있다
[12].

한국치위생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치위생학회지(구-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는 한국치위생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2001년 제1권 1호를 발간한 이래 2018
년 18권을 발간하고 있는 우리나라 치위생학계의 대표 학술지이다. 창간 이후 지속적인 학술지 발간과 질
적 관리를 통해 2011년 한국연구재단등재지로 선정되었고, 매년 학술지지원사업 선정, 국내외 연구자들
의 활발한 학술의 장 개최, 논문심사·편집위원 워크숍 개최,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등록 등을 통하
여 전문학술지로 거듭나고 있다[13]. 또한 국제적인 학술지로의 발전을 위하여 투고규정에서는 MeSH 용
어의 사용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16].

한편, 한국치위생학회지가 15년 동안 게재한 많은 논문 중에는 창간호부터 2010년까지, 창간호부터 
2015년까지 게재된 논문의 연구동향을 파악한 연구[13,17]가 있으나, 저자 키워드의 정확한 MeSH 용어 
사용에 대하여 파악한 연구는 전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저자 키워드를 MeSH 용어와 비교 분
석하여 MeSH 용어와의 일치도와 다빈도 용어를 파악함으로써 MeSH 용어의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 저
자 키워드 사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001년 창간호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 한국치위생학회지 게재 논문 974편에 사용된 저자 키워드 

3,256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2. 자료 분석
한국치위생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연도별로 업로드 되어 있는 논문을 다운하여 각 논문별로 게재연도, 

사용된 저자 키워드 수와 종류를 엑셀 파일에 수작업으로 입력하였다. 그 다음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MeSH Browser(https://meshb.nlm.nih.gov/search)를 이용하여 저자 키워드와 MeSH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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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일치도를 파악하여 각 항목별로 코딩하였다. MeSH 용어의 일치도는 기존연구[18]에서의 분류방식
인 완전 일치(MeSH 용어와 완전 일치하는 경우), 부분일치(단복수 오류나 단어의 순서가 다른 경우), 불일
치로 구분하였고 이 중 불일치는 엔트리 용어(entry term, MeSH 용어와 일치하지 않으나, MeSH 용어와 
비슷한 용어로 MeSH 용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용어)[12]에 해당하는 경우와 완전 불일치(검
색이 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도별 저자 키워드의 수와 사용빈도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치위생학회지 게재 논문에 제시된 저자 키워드의 수는 3,256개로 논문 한 

편당 평균 3.3개이었다<Table 1>. 저자 키워드 중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는 Dental hygienist(72회), 
Oral health behavior(50회), Oral health education(47회), Oral health(41회) 등이었다<Table 2>.

2. 연도별 저자 키워드와 Mesh 용어의 일치도
전체 저자 키워드 3,256개를 MeSH 용어와의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철자 오류가 있는 14개 단어를 제외

한 3,242개 중 MeSH 용어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는 564개(17.4%), 부분 일치한 단어는 89개(2.7%), 엔
트리 용어에 해당하는 단어는 303개(9.3%), 완전 불일치한 단어는 2,286개(70.5%)이었다<Table 3>.

3. 저자 키워드의 분포
MeSH 용어와 완전 일치하고 빈도수가 가장 높은 저자 키워드는 <Table 4>와 같다. 가장 높은 빈도수

를 보인 단어는 Oral health(41회)이었고,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단어는 Dental hygienists(30회)이
었다. 그 다음은 Dental caries(29회)와 Knowledge(29회)이었다.

Table 1. Numbers of articles and author key words
Year Number of articles Number of key words Mean of key words
2001 19 62 3.3
2002 14 38 2.7
2003 16 49 3.1
2004 20 63 3.2
2005 22 68 3.1
2006 37 103 2.8
2007 47 139 3.0
2008 51 162 3.2
2009 83 276 3.3
2010 98 342 3.5
2011 92 312 3.4
2012 120 407 3.4
2013 123 409 3.3
2014 106 361 3.4
2015 126 465 3.7
Total 974 3,256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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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 용어와 완전 불일치하고 빈도수가 가장 높은 저자 키워드는 Oral health behavior가 50회로 가
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은 Oral health education(47회), Dental hygiene students(32회)이었다
<Table 5>.

같은 의미의 MeSH 용어가 있으나 일치하지 않는 저자 키워드로 사용하여 엔트리 용어와 일치하는 단
어는 <Table 6>과 같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Dental hygienist(72회)이었고, 적절한 MeSH 용어는 
Dental hygienists이다. 그 다음으로는 Dental hygiene(26회), Elderly(21회)이었고, 적절한 MeSH 용어
는 각각 Oral hygiene과 Aged이다.

Table 2. Frequency used author key words
Key words Frequency Classification Suggested MeSH terms
Dental hygienist 72 Entry term Dental hygienists
Oral health behavior 50 Completely non matched
Oral health education 47 Completely non matched
Oral health 41 Completely matched
Dental hygiene students 32 Completely non matched
Dental hygienists 30 Completely matched
Dental caries 29 Completely matched
Knowledge 29 Completely matched
Oral health knowledge 25 Completely non matched
Periodontal disease 24 Completely matched
Job satisfaction 22 Completely matched
MeSH: Medical subject headings

Table 3. Coincidence of author key words with MeSH                                                        Unit: N(%)

Year Number of 
key words

MeSH terms Non-MeSH terms
Completely matched Partially matched Entry terms Completely non matched

2001 61* 10(16.4) - 6(9.8) 45(73.8)
2002 38 6(15.8) 1(2.6) 3(7.9) 28(73.7)
2003 49 7(14.3) 1(2.0) 2(4.1) 39(79.6)
2004 62* 20(32.3) 1(1.6) 6(9.7) 35(56.5)
2005 68 9(13.2) 1(1.5) 6(8.8) 52(76.5)
2006 103 20(19.4) 4(3.9) 5(4.9) 74(71.8)
2007 139 25(18.0) 6(4.3) 14(10.1) 94(67.6)
2008 160* 38(23.8) 3(1.9) 13(8.1) 106(66.3)
2009 276* 46(16.7) 13(4.7) 31(11.2) 186(67.4)
2010 340* 51(15.0) 11(3.2) 32(9.4) 246(72.4)
2011 311* 54(17.4) 7(2.3) 23(7.4) 227(73.0)
2012 403* 70(17.4) 9(2.2) 27(6.7) 297(73.7)
2013 406* 72(17.7) 5(1.2) 47(11.6) 282(69.5)
2014 361* 60(16.6) 7(1.9) 41(11.4) 253(70.1)
2015 465 76(16.3) 20(4.3) 47(10.1) 322(69.2)
Total 3,242* 564(17.4) 89(2.7) 303(9.3) 2,286(70.5)
* : Number of exception by the existence of misspellings, MeSH: Medical subject headings



김윤정 / 한국치위생학회지 게재 논문의 저자 키워드와 MeSH 용어의 비교(창간호~2015년)˙ 1051

https://doi.org/10.13065/jksdh.20180090

Table 4. Frequency of author key words in complete coincidence with MeSH
Key words Frequency
Oral health 41
Dental hygienists 30
Dental caries 29
Knowledge 29
Periodontal disease 24
Job satisfaction 22
Attitude 15
Infection control 14
Smoking 14
Awareness 13
Quality of life 10
Adolescent  6
Adult  6
MeSH: Medical subject headings

Table 5. Frequency of author key words in incomplete coincidence with MeSH
Key words Frequency
Oral health behavior 50
Oral health education 47
Dental hygiene students 32
Oral health knowledge 25
Self-esteem 12
Stress 12
Oral health impact profile 11
Tooth brushing 11
Scaling 11
Oral health care 10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10
MeSH: Medical subject headings

Table 6. Frequency of author key words in similar to MeSH(entry terms)
Key words Frequency Suggested MeSH terms
Dental hygienist 72 Dental hygienists
Dental hygiene 26 Oral hygiene
Elderly 21 Aged
Satisfaction 20 Personnel satisfaction
Dental fear 10 Dental anxiety
Adolescents 8 Adolescent
Empowerment 7 Power
Adults 6 Adult
Hand washing 5 Hand disinfection
Academic achievement 4 Academic success
CPITN 4 Periodontal index
Job stress 4 Occupational stress
MeSH: Medical subject he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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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치위생 분야 학술지 중에서 발간 회수 및 게재논문편수가 가장 많은 한국치위생학회지는 치위생학의 발

전을 위하여 이제는 질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13]. 그러나, 의학학술논문의 저자들이 MeSH 용어 사
용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17] MeSH 용어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관습적으로 저자 키
워드를 선택하고 있듯이[18] 한국치위생학회지의 저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한국치위생학회지 게
재 논문을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기 위해서는 국제 학술지들이 따르고 있는 MeSH 용어의 사용을 적극 권
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19]. MeSH 용어의 선택은 많은 연구자들이 MeSH 용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보
다 저자가 직접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연구자들을 위한 MeSH 이용법 관련 교육을 학회차원
에서의 진행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17].

이에 본 연구는 한국치위생학회지 게재 논문의 저자 키워드가 MeSH 용어와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MeSH 용어의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 저자 키워드 사용에 대한 방향을 제
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한국치위생학회지의 창간호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 게재 논문의 저자 키워드 3,242개 중 MeSH 용
어와 완전히 일치한 것은 17.4%이었다. 이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한 사상체질의학회지의 
15.2%[8],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조사한 대한기생충학회지의 10.1%[17],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조사
한 의료정보학회지의 11.7%[20],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조사한 성형외과학회지의 12.7%[21], 1998년부
터 2014년까지 조사한 소아치과학회지의 17.2%[16]보다 높았다. 그러나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조사한 
가정의학회지의 17.9%[22],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한 대한작업치료학회지의 20.8%[14], 1999년 국
내 7개 간호학회지의 21.3%[23],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한 한국안광학회지의 22.4%[24], 2009년부
터 2012년까지 조사한 대한정형외과학회지의 23.5%[25],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한 대한물리의학회
지의 21.8%[3] 보다는 낮았다. 또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조사한 대한응급의학회지의 50.7%[18], 2003
년부터 2005년까지 조사한 대한간호학회지의 51.6%[26],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조사한 기본간호학회지
의 59.8%[12]와 비교했을 때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MeSH 용어와 완전 일치율이 50.0%이상으로 높게 나
타난 결과는 해당 학회지의 투고규정에서 MeSH 용어의 사용이 제시된 이후의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해
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12,18,26]. 따라서 투고규정 개정 이후 학회지 차원의 편집과정에서 노력을 기울
인 결과이며[12], MeSH 용어를 학회차원의 일관성 있는 감수나 직접 부여하는 방법까지 다각적으로 고려
하여 수준 있는 MeSH 용어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14].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저자 키워드 중 MeSH 용어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2.7%이었고, 이는 대한응급의학회지의 5.2%[18], 기본간호학회지의 4.9%[12], 대한가정의학회지
의 3.8%[22]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부분 일치의 대부분은 주로 단·복수가 틀린 경우
이었다. MeSH 용어는 주로 복수의 형태로 많이 쓰이고 약어보다는 전체 용어로 기술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8].

한국치위생학회지에서 제시된 전체 저자 키워드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상위 11개 중에는 MeSH 용어
와 불일치하는 용어가 4개 있었고, 가장 빈도수가 높은 저자 키워드는 Dental hygienist로 이는 엔트리 용
어이었다. 전체적인 엔트리 용어의 사용은 9.3%로 기본간호학회지 13.5%[12]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나, 엔
트리 용어는 MeSH 용어로 사용하면 검색가능성이 더 높아지므로[8], 적절한 MeSH 용어가 있는지 MeSH 
browser를 통해서 검색한 후 MeSH 용어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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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저자 키워드 중 MeSH 용어와 완벽한 일치를 보이는 용어로는 Oral health(41회), Dental 
hygienists(30회), Dental caries(29회), Knowledge(29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용어와 관련된 주
제의 논문이 많이 게재되어 관련 논문의 접근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3].

제시된 저자 키워드 중 MeSH 용어와 완전 불일치도(70.5%)는 소아치과학회지의 67.4%[16]와 비슷하
였고, 가정의학회지의 78.2%[22]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사상체질의학회지의 56.0%[8], 대한작
업치료학회지의 48.4%[14], 대한정형외과학회지 41.7%[25], 대한안광학회지 35.5%[24], 기본간호학회지
의 21.8%[12]와 비교했을 때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치위생학 분야에서 MeSH 용어는 아니지만 가
장 많이 사용되는 저자 키워드인 Oral health behavior(50회), Oral health education(47회)의 용어는 다
음과 같이 MeSH 용어로 전환이 요구된다. Oral health behavior는 Oral health와 behavior로, Oral 
health education은 Oral health와 education으로 제시할 수 있다. MeSH 용어는 해마다 개정되고 있으
나 학문 분야마다 핵심 용어가 달라서, 모든 학문 분야의 저자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한국치위생학회지가 KoreaMed, PubMed 및 SCI 등에 등재하여 국제적 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지 정보의 정확성, 영문발행 등과 논문 검색을 통한 접근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저자 키워드와 MeSH 용
어의 일치율을 높여야 한다[3]. 그 중 하나는 저자 키워드의 수를 MeSH 용어를 포함하여 10개 이내로 제
시해서 검색의 용이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14], SCI(E) 등재지인 대한간호학회지[18]의 경우와 같이 1년 
간격으로 게재 논문에 사용된 중심단어를 모두 MeSH 분류표기에 맞게 수정 후 등재하는 방법도 있다. 또
한 MeSH 용어집이나 MeSH browser 이용[17], MeSH 용어에는 없으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어 등을 
추가하여[20] 한국치위생학회지 표준 용어집의 발간, 학술용어위원회 운영, MeSH 용어 사용 교육 등의 지
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학회지들은 이미 질적 관리를 위하여 저자 키워드를 통제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
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치위생학회지 또한 늦었지만 15년 동안의 학문동향을 파악한 것과 같이 저
자 키워드를 파악함으로써 학술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여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MeSH 용어와 불일치한 많은 저자 키워드 중에는 자연어 방식으로 나열
된 용어들이 많이 있어 치위생 분야의 일관된 용어의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연구에서는 
2015년 이후 게재 논문의 저자 키워드 분석과 저자 키워드의 MeSH 용어 변환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한국치위생학회지의 창간호부터 2015년까지 게재 논문의 저자 키워드 3,242개를 대상으로 

MeSH 용어의 일치도를 분석하였다.
1. 저자 키워드 3,242개 중 MeSH 용어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비율(17.4%)보다, 완전 불일치한 비율이 

70.5%로 높았다.
2. MeSH 용어와 완전 일치하고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저자 키워드는 Oral health(41회)이었고,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단어는 Dental hygienists(30회)이었다. 그 다음은 Dental caries(29회)와 
Knowledge(29회)이었다.

3. MeSH 용어와 완전 불일치하고 빈도수가 가장 높은 저자 키워드는 Oral health behavior(50회)이었
고, 그 다음은 Oral health education(47회), Dental hygiene students(32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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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엔트리 용어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Dental hygienist(72회), Dental hygiene(26회), Elderly(21
회)이었고, 적절한 MeSH 용어는 각각 Dental hygienists, Oral hygiene, Aged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치위생학회지가 국제적 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게재 논문의 저자 키
워드와 MeSH 용어의 일치율을 높여 논문의 검색 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저자 키워드를 MeSH 
용어로 사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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