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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eed for the preparation of old age of dental hygienists and happy life. 
Methods: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in Likert 5 scale was completed by the dental hygienists in 
Korea through online report or written report from December, 2012 to June, 2013. Except incomplete answers, 200 data were 
analyze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10 questions of preparation for old age and awareness for old ages, 9 questions of physical 
preparation, and 9 questions of emotional preparation. Cronbach’s alpha of old age preparation and awareness of old age was 0.634 
in the study. Cronbach’s alpha was 0.709 and 0.757 in physical preparation and emotional preparation, respectively. The final 
analyses of 200 copies were conducted using SPSS 11.5 software for Windows(SPSS Inc., Chicago, lllinois, USA).
Results: Awareness toward preparation for old age of dental hygienists was 3.72 points, physical preparation was 2.94 points, and 
emotional preparation was 2.91 points. Awareness toward preparation for old age of dental hygienists showed the relationship 
between birth dat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and subjective health condition. Physical preparation was closely related to birth 
dat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and the workplace. Emotional preparation was closely related to  birth dat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and the workplace.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ed that preparation for old age of dental hygienists was very important and the preparation must be 
connected with the social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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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우리나라의 인구변화는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

될 경우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2019년부터는 

총인구도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까지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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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8명, 2010년 1.23명, 2011년 1.24명, 2012년 1.29명, 

2013년 1.18명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심각한 수준이다1). 2017

년에는 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인구의 14%)로 

진입하고, 유소년(0～14세) 인구의 감소로 2017년경에는 인구

역전 현상도 발생가능하다고 한다2). 또한 2020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변화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본격적으

로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상대적, 절대적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개인

은 물론 가족이나 사회에서 늙어 간다는 것에 대해 점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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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 동안 장수를 누리고 싶어 

했던 소망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늙어가고, 보람되고, 행

복한 노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3).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사회복지 분야의 

관심증대에 따른 시설확충 및 제도개선, 첨단의료기기의 개

발과 의료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및 보건의식의 향상으로 한

국인의 평균수명은 늘어났다. 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

서의 불균형적 성장으로 인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4). 

그러므로 치과위생사들 또한 노년기에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노후를 준

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 및 건강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

이 아니라 풍성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여 치과위생사의 직

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철

저하게 계획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사회 보장

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 노후에 대한 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5).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송 등6)의 우리나라 개원치

과의사들의 은퇴 및 노후 계획에 관한 조사연구와 김 등7)의 

수도권지역 치과의사의 노후 문제에 대한 인식은 치과의사

들을 대상으로 보고되었고,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는 한 연

구들은 김 등8)의 일부 치과위생사의 퇴직 후 노년 생활 및 

직업에 관한 인식과 김 등9)의 치과위생사의 노후 생활 준비 

등이 최근 보고되어 지고 있다. 또한, 김10)의 박사논문으로 

치과 의료 인력의 노후 생활 준비와 은퇴계획의 연구에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노후에 대해 보고되어 지고 있으

나 치과위생사의 구체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노후 준

비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치과위생사의 노후 준비 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 복지 정책

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초 자료가 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임상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노후 준비 에 대한 의식, 신체적 준비와 

정서적 준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7개월 동안) 지역적으로 

국한하지 않고 전국에 있는 치과의원 및 병원에 수석치과위

생사(실장)에게 설문지를 의뢰하였다. 치과위생사가 자기 기

입 방식으로 설문지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총 300부 중 성실히 응답한 총 20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하여 연구를 하였다.

2. 연구도구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 신체적 준비, 정서적 준비는 이11)

와 신12)이 개발하여 사용한 도구에서 추출하여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8문항으로 노후 준비 및 의식 정도 10문항, 

신체적 준비 9문항, 정서적 준비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평점척도(rating scale)로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

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최저 28점에서 최고 140

점까지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 준비 의식정도가 

높거나 노후 준비를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

도는 노후 준비 및 의식 Cronbach α=0.634이었고, 신체적 

준비 Cronbach α=0.709, 정서적 준비 Cronbach α=0.757

이었다.  

 

3. 통계분석 

모든 자료의 분석은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SPSS 

11.5 software for Windows(SPSS Inc., Chicago, lllinois, 

USA)를 이용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을 기준으로 통계

적 유의여부를 판정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분석은 Cronbach 

α 검정하였고, 응답 대상자의 노후 준비 및 의식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검정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노후 준비 

및 의식은 t-검정, Kruskal-Wallis 검정하였고, 노후 준비 정

도와 노후 준비 의식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자 중에 1980년

대생이 49.0% 30대가 가장 많았고, 미혼 68.5%, 가족 구성

원 수는 4명 33.5%, 학력은 전문대졸 58.9%, 종교는 무교 

49.0%, 근무경력은 7년 이상 41.5%, 근무지는 치과의원 

42.0%,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 59.0%, 월 평균 

가구소득은 500만원 이상 33.5%로 높게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노후 준비 정도

대상자의 노후 준비 정도는 140점 만점에 89.75±11.74

점이었고, 평균평점으로는 5점 만점에 3.21±1.18점으로 나

타났다. 하위영역별로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은 3.7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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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score) Mean±SD Item Mean±SD
Awareness about preparation for later life(50) 37.2±4.65 3.72±1.10
Physical preparation(45) 26.4±5.38 2.94±1.16
Emotional preparation(45) 26.1±5.37 2.91±1.11
Total(140) 89.75±11.74 3.21±1.18

Table 2. The scores of preparation for old age

Variable N %
Year of birth 1960s 11 5.5

1970s 46 23.0
1980s 98 49.0
1990s 45 22.5

Marital status Single 137 68.5
Married 63 31.5

The number of children None 16 25.4
1 person 21 33.3
2 persons 20 31.7
More than 3 persons 6 9.5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1 person 25 12.5
2 persons 22 11.0
3 persons 45 22.5
4 persons 67 33.5
More than 5 persons 41 20.5

Educational background Graduation from colleges 116 58.0
Graduation from universities 65 32.5
Graduation as masters 14 7.0
Graduation as doctors 5 2.5

Religion Catholic 35 17.5
Christianity 49 24.5
Buddhism 18 9.0
No religion 98 49.0

Employment history
(Including the whole workplace)

> 1 year 36 18.0
1 year > 3 years 25 12.5
3 years > 5 years 25 12.5
5 years > 7 years 31 15.5
< 7 years 83 41.5

The workplace Dental clinic 84 42.0
Dental hospital 42 21.0
University or general hospitals 66 33.0
Health center and others 8 4.0

Subjective health condition Not healthy 14 7.0
So so 68 34.0
Very healthy 118 59.0

Average monthly family income > 100 million won 4 2.0
100 – 199 million won 28 14.0
200 – 299 million won 38 19.0
300 – 399 million won 33 16.5
400 – 499 million won 30 15.0
500 million won < 67 33.5

　Total 200 100.0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 63 person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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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Mean±SD
1. I am preparing living expenses for old age 3.62±1.08
2. I am thinking of other jobs to prepare retirement age. 3.19±1.13
3. I make efforts to have health information or knowledge related to later life. 3.25±1.01
4. I am interested in and make efforts for physical and mental health related to later life. 3.27±0.88
5. Economic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when I am young is desirable. 4.42±0.74
6. It is good that living expenses necessary for old age was prepared by myself rather than relying 

on others.
4.47±0.69

7. Bank deposits or installment savings are positively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method for later life. 4.47±0.72
8. Purchase of real estate or investment in stocks to prepare later life is good as the methods to accumulate 

property. 
3.19±1.05

9. The citizens pension system is positively necessary for stable later life. 3.39±1.20
10. It is desirable to join private pension systems because the amounts of citizens pension system are 

not sufficient.
3.94±0.97

Table 3. Awareness about preparation for old age

Items Mean±SD
1. I release stress immediately. 2.83±0.98
2. I try to have health information or knowledge related to old age. 3.08±0.99
3. I regularly exercise. 2.43±1.02
4. I don’t overeat for healthy life. 2.54±1.02
5. I usually have tonics, health foods, or nutritional supplements. 2.63±1.23
6. I have regular checkups. 2.80±1.20
7. I avoid drinking and smoking. 3.79±1.22
8. I am watching my weight to prevent adult diseases. 3.03±1.07
9. I properly sleep. 3.26±1.04

Table 4. Physical preparation of dental hygienists

Items Mean±SD
1. Readiness of mind is now being arranged for my happy later life. 2.93±1.01
2. I try not to be stressed out for emotionally comfortable life of later life. 2.77±1.06
3. I make efforts to participate in meetings with my friends for my friendship in later life. 3.29±0.98
4. I am preparing volunteer service activities in later life. 2.42±0.97
5. I am preparing hobby activities for later life. 2.65±1.05
6. I always have friends to talk opening myself. 3.91±0.99
7. I strive to develop my strength and ability recently. 3.04±1.00
8. I make efforts to develop my strength to stand the solitude for later life. 2.55±0.96
9. I don’t fear death because I believe that there is an afterlife. 2.61±1.19

Table 5. Emotional preparation of dental hygienists

점, 신체적 준비는 2.94±1.16점, 정서적 준비는 2.91±1.11

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2.1.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노후에 필요하게 될 

생활비는 누구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본인 스스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4.47±0.69점 “노후 대책 방법으로 은행예금 또는 

적금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4.47±0.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노후의 정년에 대비하여 다른 직업을 구상하고 있다” 

3.19±1.13점 “노후 생활에 대비하여 부동산 구입 또는 주식투자

를 하는 것은 재산증식방법으로 좋다” 3.19±1.05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3>.

2.2. 신체적 준비

노후를 대비한 신체적 준비를 살펴보면, “나는 음주, 흡연을 

피한다”가 3.79±1.2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한다”가 2.43±1.02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4>.

2.3. 정서적 준비

노후를 대비한 정서적 준비를 살펴보면, “언제나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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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an±SD T/χ2 p-value*

Year of birth 1960s 41.82±2.96 13.81 0.003
1970s 36.59±5.74 　 　
1980s 37.18±4.03 　 　
1990s 36.67±4.49 　 　

Marital status Single 36.69±4.18 -2.26 0.025
Married 38.27±5.40 　 　

The number of children None 37.13±6.85 2.70 0.440
1 person 37.86±4.16
2 persons 39.70±3.59
More than 3 persons 38.00±9.49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1 person 37.68±4.82 1.72 0.788
2 persons 36.27±6.64
3 persons 37.62±3.92
4 persons 36.96±4.27
More than 5 persons 37.27±4.75

Educational background* Graduation from colleges 36.69±4.39 11.26 0.010
Graduation from universities 37.29±4.80
Graduation as masters 38.79±5.22
Graduation as doctors 42.80±2.77

Religion Catholic 38.20±4.19 2.03 0.567
Christianity 37.04±4.82
Buddhism 36.89±3.77
No religion 36.95±4.87

Employment history > 1 year 37.36±4.32 3.95 0.412
1 year > 3 years 35.64±4.64
3 years > 5 years 37.16±3.67
5 years > 7 years 37.23±3.36
< 7 years 37.57±5.40

The workplace Dental clinic 37.25±4.79 7.45 0.059
Dental hospital 36.12±3.95
University or general hospitals 37.39±4.86
Health center and others 40.38±3.50

Subjective health condition Not healthy 38.36±2.95 6.25 0.044
So so 36.07±4.48
Very healthy 37.69±4.81

Average monthly family income > 100 million won 36.00±5.10 5.89 0.317
100 – 199 million won 35.50±4.11
200 – 299 million won 37.66±4.10
300 – 399 million won 37.85±4.47
400 – 499 million won 37.27±5.86
500 million won < 37.33±4.61

*by t-test or Kruskal-Wallis test 

Table 6. Awareness about preparation for old a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열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가 3.91±0.99점

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는 노후에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있

다”가 2.42±0.97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5>.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

을 살펴보면, 1960년대의 치과위생사들이 41.82±2.96점으

로 높게 나타났다. 출생년도(p=0.03), 결혼상태(p=0.25), 학

력(p=0.10), 주관적 건강상태(p=0.4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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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an±SD T/χ2 p-value*

Year of birth 1960s 32.64±4.27 20.58 0.001
1970s 27.37±4.74 　 　
1980s 26.10±5.04 　 　
1990s 24.62±5.77 　 　

Marital status Single 25.64±5.16 -3.11 0.002
Married 28.13±5.48 　 　

The number of children None 27.38±5.85 0.59 0.899
1 person 28.19±5.24
2 persons 28.25±5.89
More than 3 persons 29.50±4.81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1 person 26.80±5.64 4.94 0.294
2 persons 26.23±6.73
3 persons 27.67±5.41
4 persons 25.52±5.18
More than 5 persons 26.39±4.60

Educational background Graduation from colleges 25.41±5.33 18.63 0.001
Graduation from universities 26.78±4.90
Graduation as masters 31.00±4.61
Graduation as doctors 32.20±4.55

Religion Catholic 25.23±6.05 7.15 0.067
Christianity 28.14±4.95
Buddhism 26.39±5.00
No religion 25.99±5.27

Employment history > 1 year 24.64±6.26 9.24 0.055
1 year > 3 years 25.76±4.03
3 years > 5 years 26.68±4.44
5 years > 7 years 25.77±5.58
< 7 years 27.55±5.34

The workplace Dental clinic 26.07±5.77 10.11 0.018
Dental hospital 25.88±4.61
University or general hospitals 26.61±5.34
Health center and others 31.38±2.50

Subjective health condition Not healthy 26.93±4.68 4.67 0.097
So so 25.12±5.37
Very healthy 27.11±5.36

Average monthly family income > 100 million won 27.50±5.45 10.22 0.069
100 – 199 million won 23.57±6.20
200 – 299 million won 26.97±4.92
300 – 399 million won 25.39±4.83
400 – 499 million won 28.23±4.65
500 million won < 26.93±5.45

*by t-test or Kruskal-Wallis test 

Table 7. Physical prepar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준비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신체적 준비를 보면, 1960년

대 치과위생사들이 32.64±4.27점, 기혼자가 28.13±5.48점, 박

사학위 졸업자가 32.20±4.5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생년도

(p=0.01), 결혼상태(p=0.02), 학력(p=0.01), 근무지(p=0.18)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7>.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준비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정서적 준비를 보면, 

1960년생 치과위생들이 31.82±4.53점, 석사학위 졸업자가 

30.50±4.3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생년도(p=0.01), 학력

(p=0.04), 근무지(p=0.06), 주관적 건강상태(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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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an±SD T/χ2 p-value*

Year of birth 1960s 31.82±4.53 16.55 0.001
1970s 24.87±5.39 　 　
1980s 25.62±4.86 　 　
1990s 27.20±5.69 　 　

Marital status Single 25.75±5.10 -1.53 0.127
Married 27.00±5.86 　

The number of children None 27.06±6.72 4.46 0.216
1 person 25.10±5.04
2 persons 27.65±5.58
More than 3 persons 31.33±5.65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1 person 26.04±4.64 2.12 0.713
2 persons 26.27±7.43
3 persons 25.67±5.63
4 persons 25.85±4.68
More than 5 persons 27.15±5.39

Educational background Graduation from colleges 25.66±5.66 13.44 0.004
Graduation from universities 25.94±4.75
Graduation as masters 30.50±4.31
Graduation as doctors 28.00±3.67

Religion Catholic 26.11±5.52 2.58 0.461
Christianity 26.94±4.94
Buddhism 24.56±4.38
No religion 26.05±5.67

Employment history > 1 year 27.33±6.57 6.76 0.149
1 year > 3 years 26.72±4.61
3 years > 5 years 26.48±4.74
5 years > 7 years 24.06±3.91
< 7 years 26.13±5.54

The workplace Dental clinic 25.36±5.45 12.49 0.006
Dental hospital 25.19±4.64
University or general hospitals 27.62±5.67
Health center and others 27.25±2.55

Subjective health condition Not healthy 24.86±4.61 18.16 0.001
So so 24.41±5.37
Very healthy 27.30±5.18

Average monthly family income > 100 million won 26.00±8.29 7.59 0.180
100 – 199 million won 24.71±5.12
200 – 299 million won 25.66±4.81
300 – 399 million won 25.64±6.07
400 – 499 million won 26.23±5.37
500 million won < 27.24±5.21

*by t-test or Kruskal-Wallis test

Table 8. Emotional prepar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6. 노후 준비 정도와 노후 준비 의식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노후 준비 정도와 노후 준비 의식과의 상관관

계를 보면, 노후 준비 의식과 노후준비 하위 영역 간에는 모

두 양의 상관계수를 보여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정도가 높

을수록 노후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노후 준비에 대한 하위 영역인 신체적 준비와 정서적 준

비는 상관계수 0.507(p<0.001)의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Table 9>.

총괄 및 고안

노년기를 대략 65세부터라고 정의하면 평균수명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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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reness of preparation for old age Physical preparation Emotional preparation

Awareness of preparation for old age 　 　　 　
Physical preparation 0.209** 　　 　
Emotional preparation 0.380** 0.507**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9. Correlation between readiness for old age and awareness of preparation for old age

으로 노년기는 인생에서 긴 주기를 뜻한다. 노후는 더 이상

의 여생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소중

한 시간이며 매우 중요한 기간이다. 또한 은퇴 후의 생활이 

은퇴 전의 생활보다 더욱 행복해야 할 이유는 은퇴 전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자신을 위

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은퇴 후의 삶이 더욱 

활기차고 보람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와 함께 정년이라는 것이 

없으며 함께 공존해야 한다. 병⋅의원급의 낮은 보수와 복

지제도는 노후 생활을 위한 대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

적으로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후 생활에 대비한 치 한 계획

과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안정적인 

노년을 보내기 위해 은퇴계획 및 개인에 맞게 단계적인 노

후 생활 준비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1980년대 출생년도(30대 초반)의 

치과위생사들이 49.0%로 가장 많이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

으며 미혼이 68.5%로 기혼보다 더 많았다. 이것은 치과라

는 직장의 복지문제와 국가적인 문제로 결혼, 출산, 양육이

라는 여자 치과위생사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문제의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자료13)에 따르면 

2011년 4,185명, 2012년 4,632명, 2013년 5,093명이 치과

위생사 면허를 취득하여 사회에 진출하고 있지만 아직도 치

과위생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 이유로 치과라는 직

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치과위생사

의 인력 활용도의 문제가 크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기혼자

들의 파트타임 활용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에서 치과위생사들은 노후에 본인 

스스로 젊었을 때부터 생활비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

고 있었다. 노후 대책 방법으로는 예금 및 적금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다른 직업을 구상하고 있는 정도는 낮았음을 보

여주었다. 치과위생사의 신체적 준비에서는 음주, 흡연을 피

한다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11)의 서울시 공공의료

원 종사 간호사의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의 결과 유사하였

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사 모두 간호⋅보건 인력이라는 점에

서 일맥 상통한 결과라 보여 진다. 또한 기술과 지성을 겸비

한 여성 전문가이기 때문 사료되어 진다. 반면 정서적 준비

에서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언제나 마음을 열어 넣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가 높게 나타나 간호사와는 차이를 

보였다. 노후를 외롭지 않게 보내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

지만 가족관계 외에 동호회, 봉사모임 등을 통해 재능 기부 

및 보람되게 보낼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노후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절실하게 느껴진다.

대상자의 노후 준비 정도를 살펴보면, 140점 만점에 

89.75점이었고, 평균평점으로는 5점 만점에 3.21점으로 보

통수준 이상의 노후 준비를 나타내었다. 하위영역별로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은 3.72점으로 전체 평균 평점 보다 높았

다. 반면 신체적 준비 2.94점, 정서적 준비 2.91점으로 전체 

평균 평점 보다 낮았다. 한14)의 간호사 연구결과는 신체적 

준비 2.83점, 정서적 준비 3.41점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

와 신체적 준비는 유사한 결과를 보이나 정서적 준비에서는 

간호사가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김10)의 치과위생사

의 연구결과에서는 신체적 준비 2.97점으로 유사하였으나, 

정서적 준비는 3.59점으로 본 논문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치과위생사들이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신체적 준비는 이루어지고 지고 있지 않음을 미

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들은 건강한 삶을 

위하여 운동 및 정기검진 등 노후 준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노후 준비 및 의식, 신체적 준비, 정서적 준비의 공통점

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관심과 준비가 필

요하다고 여겼다. 이15)의 연구결과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김16)

의 연구결과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정서적 준비를 하고 있

다고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및 사회에 의존하는 치과위생사가 아닌 본인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노후의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꾸준한 자기계발과 평

생교육을 통하여 노후에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겠다.

대상자의 노후 준비 정도와 노후 준비 의식과의 상관관

계를 보면, 노후 준비 의식과 노후 준비 하위 영역 간에는 

모두 양의 상관계수를 보여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정도가 

높을수록 노후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후 준비에 대한 하위 영역인 신체적 준비와 정서적 

준비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노년기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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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준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준비들이 

조화를 이루어 건강하고 성공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기 때

문이라 생각되어 진다.

성공적 노후에 대해 Laditka 등17)은 민족, 인종 구별 없

이 공통으로 장수, 육체적 건강,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심적 

상태, 정신적 명료성,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라고 하였

다. 치과위생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노후에 사

회 참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성공적 노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진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의 치과위생사들의 설문 내

용을 모든 치과위생사의 결과라고 일반화하기 어려움 점이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협회 차원에서 전체 치과위생

사를 바탕으로 노후에 새로운 직업군의 개발과 퇴직 후 긍

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느낀다.

결 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 당연 노인문제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노년기를 맞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위생사의 노후 준비 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초 자료가 되고자 

한다. 최종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과위생사의 노후 준비 정도는 140점 만점에 89.75

점이었고, 평균평점으로는 5점 만점에 3.21점으로 나

타났다. 

2. 치과위생사의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은 3.72점, 신체

적 준비는 2.94점, 정서적 준비는 2.91점 순으로 나타

났다.

3. 치과위생사의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은 1960년대 치

과위생사들이 가장 높았으며, 출생년도, 결혼상태, 학

력,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치과위생사의 신체적 준비는 1960년대 치과위생사와 

기혼자,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높았으며, 출생년도, 결

혼상태, 학력, 근무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치과위생사의 정서적 준비는 1960년대 치과위생사와 

석사학위 소지자,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근무자, 본

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가 높았으며, 

출생년도, 학력, 근무지,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정도가 높을수록 노후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노후 준비에 대한 하위 영역인 

신체적 준비와 정서적 준비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

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의 노후에 대한 치

한 계획과 준비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 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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