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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job satisfaction, job performance, and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dental hygienists’ clinical assistance and preventive work. 
Methods: The collected data (N=380) were analyzed with independent t-tests and Pearson 
correlations using SPSS Statistics ver. 21.0 (IBM Co., Armonk, NY, USA). Resul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higher the overall job satisfaction of the dental hygienist, the higher their job 
performance and the lower their turnover intention (p<0.05).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of job satisfaction showed that preventive work was higher than dental hygienists’ clinical 
assistance in all items except “I was pleased with work” (p<0.05).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of job performance showed that preventive work was higher than dental hygienists’ clinical 
assistance in all items except “I have never complained, even if things go wrong” (p<0.05).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of turnover intention showed that clinical assistance was higher than 
dental hygienists’ preventive work in all items (p<0.05). Conclusions: Our results demonstrate 
that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s, and job performance have positive effects for 
preventive work. Therefore, dental clinics need to improve the actual environment so that 
dental hygienists can focus on preventiv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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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치의학계는 치료보다 구강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1]. 2013년 7월 치면열구전색의 급여범위 확대와 예방 목적의 치석제거가 보험
적용 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일부 서비스에 대한 예방적 구강건강증진정책이 시행되었다[2]. 국민의 구강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예방중심적인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
지면서 구강건강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3]. 구강보건전문인력으로 치과의사는 치
료 중심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예방치과처치업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어 또 다른 인력인 치과
위생사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4].

세계치과위생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Dental Hygienists, IFDH)은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임상가(Clinician), 교육자/구강건강증진가(Educator/Health promoter), 소비자옹호자(Consumer 
advocate), 관리/ 감독자(Administrator/Manager), 변화주체자(Change agent), 연구자(Researcher)로 
정의하여 질병의 예방을 통한 건강의 총체적 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보건전문가라고 명시하였다[5]. 우리
나라의 치과위생사는 정규 대학의 치위생학과를 졸업한 보건전문가로서 임상서비스와 구강보건교육, 상
담, 예방처치계획의 수립, 평가 등의 과정을 통하여 대상자의 구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최적의 구
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6]. 많은 OECD국가에서 예방치과처치와 관련된 업무를 치
과위생사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7], 미국과 캐나다등 선진국에서 치과위생사가 전문직으로 나아가
는 과정에 있지만[8], 우리나라의 경우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석제거, 불소도포 등을 포함하는 예방치과
처치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주로 진료협조역할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시대에 요구하는 전문적인 구
강건강증진자로서의 역할수행에 어려움이 많다[9].

치과위생사는 이러한 예방치과처치업무에 대한 수행이 많을수록 직무만족이 높고, 이는 치과위생사 개
인의 목표는 물론 조직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10]. 직무만족은 조직의 효율성과 생
산성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조직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조직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조
직의 원활한 운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11]. 치과위생사의 낮은 직무만족과 이직은 교육적 낭비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12]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
다. 최근 치과계의 흐름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구강예방처치업무를 하는 치과위생사
가 늘어났다. 따라서 직무만족과 이직의도를 치과진료협조업무를 수행하는 치과위생사와 예방치과처치
업무를 하는 치과위생사와 비교하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와 
직무만족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10-12]가 대부분으로 치위생업무와 직무만족을 연관시킨 연구로는 예방
치과처치업무행태에 따라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연구[13]가 있지만 치과진료협조업무와 예방치과처치
업무를 비교하여 직무만족과 직무성과, 이직의도를 비교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협조업무와 예방치과처치업무에 따라 직무만족과 직무성과를 
확인하고, 이직의도를 비교하여 추후 임상현장에서 예방치과처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직무만족과 직무
성과를 개선시켜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예방에 대한 전
문성을 확보하고 업무확장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성미경・김유린 / 치과위생사의 진료협조업무와 예방처치업무에 따른 직무만족도, 이직의도 및 직무성과 비교˙ 223

https://doi.org/10.13065/jksdh.20190018

1. 연구대상 및 방법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400명을 대상으

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한 후 즉시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은 380부이었고, 이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374명을 최
종 분석대상으로 정하였다. 표본수의 적절성 검증을 위해 G*power 3.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
며, 효과크기는 중간효과크기인 0.15, Power(1-β error probability) 0.80, 유의수준 α=0.05, 독립변수 10
개로 하였을 경우 최소 172명이 필요하였다. 이 연구는 OO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IRB심의를 받아 
수행하였다(No.1041449-201610-HR-003).

2. 연구도구
권[12]과 오[14]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직무만족과 이직의도는 각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김과 한[15]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직무성과는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대한 점수는 그렇다가 5점, 전혀 그렇지 않
다가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직무성과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직의도에 대한 점수는 그렇다
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직의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평가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직무만족 0.789, 이직의도 0.725, 직무성과 0.655이었다.

3.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ver. 21.0 (IBM Co.,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α는 0.05

를 기준으로 검정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협조업무와 예방치과처치업무에 따라 특성을 비교하였
고, 치과진료협조업무와 예방치과처치업무에 따라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직무성과는 Independent t-test
를 시행하여 비교하였다.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직무성과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을 시행하였다 .

연구결과

1. 치과진료협조업무와 예방치과처치업무에 따른 특성
치과진료협조업무와 예방치과처치업무에 따른 특성을 비교한 결과 전체 평균 연령은 29세였고, 치과진

료협조업무보다 예방치과처치업무의 평균연령이 높았다. 전체 평균 경력은 8년이었고, 치과진료협조업
무보다 예방치과처치업무의 경력이 많았다. 전체 평균 근무지는 치과병원보다 치과의원이 많았다.

2. 치과진료협조업무와 예방치과처치업무에 따른 직무만족 비교
치과진료협조업무와 예방치과처치업무에 따른 직무만족을 비교한 결과 문항1 ‘나는 일에 즐거움을 느

낀다’는 치과진료협조업무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또한 문항2 ‘나의 일은 가치 있는 일이다’ 와 문
항3 ‘나의 일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일이다’, 문항4 ‘나는 나의 일에 만족 한다’에서 예방치과처치업무가 높
았지만 유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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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과진료협조업무와 예방치과처치업무에 따른 이직의도 비교
치과진료협조업무와 예방치과처치업무에 따른 이직의도를 비교한 결과 문항1 ‘나는 새로운 직장을 찾

고 있다’ 와 문항2 ‘이직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문항3 ‘내년에는 나의 일을 그만둘 것이다’, 문항4 ‘일을 그
만두는 것을 고민하지 않는다’의 모든 문항에서 치과진료협조업무보다 예방치과처치업무가 이직의도가 
낮았다(p<0.05).

4. 치과진료협조업무와 예방치과처치업무에 따른 직무성과 비교
치과진료협조업무와 예방치과처치업무에 따른 직무성과를 비교한 결과 문항 7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

서 예방치과처치업무가 높았다. 특히 문항1 ‘상사의 기대보다 많이 업무를 수행 한다’와 문항3 ‘업무에 대
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문항5 ‘유용하고 창의적인 것을 제안 한다’, 문항8 ‘상사는 나의 업무성과에 만족 
한다’, 문항9 ‘동료들의 존경과 지원을 받는다’, 문항10 ‘동료들과 협력하여 신뢰를 받는다’는 유의하게 높
았다(p<0.05). 문항2 ‘요구한 일을 기일 내에 마칠 수 있다’, 문항4 ‘상사의 목표보다 초과달성 한다’, 문항6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적 없다’는 치과진료협조업무보다 예방치과처치업무가 높았지만 유의하지
는 않았다.

Table 2. Comparisons of Job Satisfaction between assistant and preventive    Unit : Mean±SD
Variables Total Assistant(N=188) Prevention(N=186) p*

S1. I feel pleasure. 3.23±0.93 3.46±0.50 3.00±1.18 <0.001
S2. My work is valuable. 3.63±0.96 3.66±0.83 3.71±1.07 0.614
S3. My work is superior to others. 3.40±0.86 3.39±0.64 3.42±1.04 0.729
S4. I am satisfied with my work. 3.24±0.79 3.19±0.49 3.29±1.01 0.230
*by t-test

Table 3. Comparisons of turnover intention between assistant and preventive    Unit : Mean±SD
Variables Total Assistant(N=188) Prevention(N=186) p*

M1. I am looking for a new job. 3.52±1.12 3.13±1.23 3.91±0.84 <0.001
M2. I am considering turning over. 3.19±1.28 2.79±1.28 3.59±1.16 <0.001
M3. I will quit work next year. 3.80±1.16 3.34±1.25 4.26±0.85 <0.001
M4. I don’t worry about quitting work. 3.39±1.21 2.92±1.39 3.86±0.76 <0.001
*by t-test

Table 1. Characteristics of assistant and preventive                                  Unit : Mean±SD or N(%)
Characteristics Division Total Assistant(N=188) Prevention(N=186)
Age 29.64±5.67 28.25±4.77 31.05±6.16
Clinical career   8.29±5.53   6.73±4.15   9.87±6.26
Work place Dental clinic 346(92.5) 172(91.5) 174(93.5)

Dental hospital 28( 7.5) 16( 8.5) 1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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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직무성과의 상관관계 분석
전체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직무성과의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 이직의도는 점수가 높을수

록 낮은 이직의도를 나타내므로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직무성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
라서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직무성과는 높고 이직의도는 낮았다(p<0.05).

총괄 및 고안
오늘날 의료 환경은 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증가시켜 이를 만족시키는 전략이 강조되고 있다[16]. 이러한 

변화로 치과 병(의)원은 경쟁이 심해져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치과위생사는 국민의 구강병 예방은 물론 구강보건증진업무, 구강치과진료협조업
무 등을 시행하는 중요한 인력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치과위
생사 자신이 치과 병(의)원에 대하여 소속감과 애착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다[17]. 직무만족이 높은 치과위생사는 치과 병(의)원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여 치과의료 생산성의 향상에 영향을 끼
치게 된다[16]. 이러한 직무만족은 전문 직업성이 강할수록 높기 때문에 재직의도를 높여주고, 이직을 낮
추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자신감,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할 수 있게 한다[11].

하지만 대부분의 치과위생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예방진료 및 구강보건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절반이
상이 치과진료협조업무에만 치중되어 있어 변화되고 있는 시대에 필요한 구강보건전문인력으로서의 역
할은 부족한 실정이다[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진료협조업무를 하는 치과위생사와 예방치과처치업무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variables
Variables S_Tot M_Tot R_Tot
S_Tot 1
M_Tot 0.473** 1
R_Tot 0.461** 0.290** 1
**p＜0.01, by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S_Tot: job satisfaction, M_Tot: turnover intention, R_Tot: job performance

Table 4. Comparisons of job performance between assistant and preventive                            Unit : Mean±SD
Variables Total Assistant(N=188) Prevention(N=186) p*

R1. I do more work than my boss. 3.10±0.92 2.79±0.65 3.42±1.04 <0.001
R2. I can finish my work on time. 3.60±0.88 3.57±0.79 3.63±0.96 0.509
R3. I can reduce my work time. 3.44±0.74 3.36±0.76 3.53±0.71 0.021
R4. I achieve more than my boss' s target. 3.02±0.66 2.97±0.65 3.08±0.66 0.097
R5. I suggest useful and creative work. 2.91±0.78 2.78±0.75 3.03±0.78 0.002
R6. I haven’t hurt others by my carelessness 3.45±0.96 3.44±0.99 3.47±0.93 0.751
R7. I have never been complained even if things go wrong. 2.97±0.83 3.03±0.65 2.90±0.97 0.132
R8. My boss is satisfied with my job performance. 2.98±0.73 2.70±0.55 3.26±0.78 <0.001
R9. I get respect and support from my colleagues. 3.05±0.75 2.93±0.71 3.18±0.78 0.001
R10. I work with my colleagues to be trusted. 3.13±0.65 3.04±0.46 3.21±0.79 0.013
*by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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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를 비교하고, 이직의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치과진료협조업
무와 예방치과처치업무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치과진료협조업무보다 예방치과처치업
무를 하는 치과위생사의 평균연령과 경력이 높았고, 전체 평균 근무지는 치과병원보다 치과의원이 많았
다. 치과병원에서 예방처치업무는 예방치과전문의가 주체가 되어 진료가 이루어지므로 치과병원보다 치
과의원에서 예방치과처치업무를 하는 치과위생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균연령이 
높은 것은 소와 김[13]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온 결과로 대부분의 치과병(의)원에서 예방치과처치업무
는 경력이 있는 치과위생사가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치과진료협조업무와 예방치과처치업무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을 비교한 결과 업무의 즐거움을 제외한 업무의 가치와 업무의 우월성, 업무
의 만족에서 치과진료협조업무보다 예방치과처치업무가 높았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소와 김[13]의 연
구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예방치과처치업무 수행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어 본 연구
와도 일치하였지만, 업무의 즐거움은 예방치과처치업무가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예방치과처치업
무는 주로 치과진료협조업무와는 동떨어진 예방진료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치과진료협조업무보다 나은 일이고, 예방치과처치업무에 대
하여 만족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치과위생사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는 것
에서 업무에 대한 즐거움은 낮은 것이라 생각된다.

심과 서[17]의 연구에서 직무만족이 높아지면 불만족 시 생기는 이직률과 결근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치과위생사는 이직률이 높은 편으로 치과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의 
진단과 해결방안은 부족하다. 강[10]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이직연구에서 조직몰입이 가장 높은 상
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이는 좋은 환경의 근무조건 뿐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대한 성장과 인정이야
말로 조직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치과진료협조
업무와 예방치과처치업무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를 비교한 결과 나는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다와 
이직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내년에는 나의 일을 그만둘 것이다, 일을 그만두는 것을 고민하지 않는다의 모
든 문항에서 치과진료협조업무보다 예방치과처치업무가 이직의도가 낮았다(p<0.05). 이는 예방치과처치
업무가 치과진료협조업무보다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성과가 높은 결과로 보여진다. 대부분의 예방치과처
치업무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지만, 최근 치위생과정을 근거한 구강관리프로그램은 치과위생
사가 대상자의 치위생문제를 파악하여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18]. 
이렇듯 예방치과처치업무는 치과위생사의 주체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로 예방치과처치업무의 중요성과 수
행 및 교육필요성이 매우 높다[13]. 이는 이직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급여나 보상이 아니라 인정과 
책임, 발전가능성, 교육의 제공 등의 자기 성장과 개발을 위한 치과병(의)원의 투자와 지원이라는 연구결
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19].

치과진료협조업무와 예방치과처치업무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직무성과를 비교한 결과 일이 잘못되어도 
불평을 받은 적 없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치과진료협조업무보다 예방치과처치업무가 높았다. 특히 업
무의 효율성과 창의성, 업무시간의 유동성, 나에 대한 상사의 만족감, 동료의 존경과 신뢰에서 유의하게 높
았다(p<0.05). 하지만 업무의 시간제한과 업무의 초과달성,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치과진료협조업무보다 
예방치과처치업무가 높았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 중 일이 잘못되어도 불평을 받은 적 없다
에서 예방치과처치업무를 하는 치과위생사가 치과진료협조업무를 하는 치과위생사 보다 낮게 나타난 것
은 치과진료협조업무의 특성상 많은 치과위생사가 협력하여 한명의 환자를 관리하므로 불평과 책임문제
에 있어 너그러운 반면 예방치과처치업무는 특성상 예방진료실에서 환자와 일대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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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직무성과
는 조직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필요요소로 자신과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
성된다[20]. 본 연구결과에서 치과진료협조업무를 하는 치과위생사보다 예방치과처치업무를 하는 치과위
생사에서 조직성과가 높게 나타나 단순한 치과진료협조업무에서 벗어나 예방, 교육, 대인관계기술, 경영
동반자로서 역할까지 그 폭이 넓혀서 치과위생사로서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1].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직무성과의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직무성과는 높고 이직
의도는 낮았다(p<0.05). 이러한 직무만족과 직무성과는 이직의도와 많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
[19,20,22]들과 일치하였다. 하지만 치과진료협조업무와 예방치과처치업무 두 그룹에서 각각 핵심역량에 
관한 주된 업무를 확인하여 핵심역량업무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직무성과의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실
질적인 제도 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직무만족과 이직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의 높은 이직
률로 인해 치과병(의)원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장래성요인으로 치과병(의)원은 치과위생사를 치과진료협조업무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치과위생사 본연
의 업무인 예방치과처치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줘야 할 것이다[23]. 이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를 높여 구강보건전문인력으로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부 부산, 경남지역에 국한되어 조사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일반화 하기는 어렵
다고 사료되며, 92.5%의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원에 편중되어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치과병원에서의 예방
치과처치업무의 특성과 치과진료협조업무의 특성을 비교하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비교하여 수정 보완
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각 그룹에 따른 핵심역량업무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치과에서 이루어지는 구강보건교육과 치과경영에 대한 업무 등 포괄
적인 연구에 대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예방치과처치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과 직무

성과를 높여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374명의 치과위생사를 치과진료협
조업무와 예방치과처치업무에 따라 직무만족과 직무성과, 이직의도를 비교분석하였다.

1. 직무만족을 비교한 결과 나는 일에 즐거움을 느낀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치과진료협조업무보다 
예방치과처치업무가 높았다.

2. 이직의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치과진료협조업무보다 예방치과처치업무가 이직의도가 낮
았다(p<0.05).

3. 직무성과를 비교한 결과 일이 잘못되어도 불평을 받은 적 없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치과진료협
조업무보다 예방치과처치업무가 높았다.

4.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직무성과는 높고 이직의도는 낮았다(p<0.05).
위의 결과를 통해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직무성과는 높고 이직의도는 낮았다. 또한 직무만족과 이직의

도, 직무성과는 치과진료협조업무보다 예방치과처치업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직무만족
은 장래성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치과(병)의원은 치과위생사를 치과진료협조업무에만 치중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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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본연의 업무인 예방치과처치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
이다. 또한 국민의 효과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치과처치업무가 치과위생사의 독립적이고 주체적
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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