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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expected role and competency of future public 

health dental hygienist. Methods: This study was cross-sectional design. One dental hygienist per 16 cities 

and provinces was selected from the list of Korea Society of public dental hygienists. After signing in the 

informed consent, the interview was carried out. Transcripts were made after each interview. Six researchers 

recorded meaningful contents in the transcripts. They classified and integrated the information that they had 

recorded commonly or not. Their opinions were converged by conference. Two supervisors verified results 

whether they were derived from actual recordings for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The records were 

confirmed once again and corrected into common message. Results: The main difficult subjects in public 

health official examination were public health, English, and medical legislation to pass the examine. The 

preliminary certificates included public health related certificate, computer certificate, and driver’s license. 

In the personality aspect, creativity, activeness, cooperation and good responsibility were very important 

trait to public health official. Among 16 interviews, 9 were positive and 5 were negative about the future 

prospects of a public dental hygienist. Conclusions: The future of public health dental hygienist will be 

positive. Throughout effort to prepare for the public health official, the public health dental hygienist will 

be expanded and in many ways the dental hygienists will take the charge of the important parts of the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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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보건치과위생사는 우리나라 시 ․ 군 ․ 구 각 지역의 보건(지)소에서 공중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치과위생사이다. 보건치과위생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지역사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

는 학교구강보건교육과 학교불소용액양치사업, 학교계속구강관리사업, 미취학 아동집단의 구강보

건교육,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모자구강보건교육,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노인 의치보

철사업 등이 있다[1]. 보건치과위생사는 이러한 구강보건사업들을 기획하고 평가할 뿐 아니라 상대

적으로 구강건강 자원에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사회 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2]. 구

강보건은 치료보다는 지역주민에 대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보건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3].

그러나 최근 구강보건사업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인력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보건소 

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전담할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4]. 이

는 지난 2005년부터 2+4년제로 운영되던 치과대학의 교육과정이 4+4년제의 치의학전문대학원으

로 전환되면서 여학생과 군 복무를 마친 남학생이 증가한 이유가 한몫을 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 구

강보건사업은 국민의 구강보건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기에, 구강보건사업을 

담당하는 구강보건사업 전담인력인 보건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5].

최근 치과위생사는 다양한 사회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그 중 보건치과위생사가 되려는 치과위생사

들도 늘어나고 있다[6]. 보건치과위생사는 치과위생사들이 선호하는 업무영역이지만, 공급과 수요가 

달라 진출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현재 보건치과위생사의 대거 이동이 예상되어 보건치과위생사

의 새로운 인력유입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986년 농어촌특별조치법으로 대거 배치되

었던 각 지역의 보건치과위생사들의 60%가 현재 40대와 50대 연령에 속한다[7]. 이들은 향후 10-20년 

후에 정년퇴임 등의 이유로 현직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고, 사업의 유지를 위해 이들이 맡았던 업무를 

이어줄 신임 보건치과위생사의 충원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이에 따라 예비 보건치과위생사들은 이 시

기를 대비해 미래의 보건치과위생사로서 갖추어야 할 준비사항을 미리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현재 근무하는 보건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그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요구를 파악한 연구는 많았다[8-10]. 그러나 미래에 보건치과위생사로 진출할 꿈을 꾸고 있는 

예비 보건치과위생사를 위한 관점에서 이들이 향후 보건치과위생사로서 갖춰야 할 준비사항과 진출

전망 등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었다. 

이에 이 연구는 미래 보건치과위생사에게 필요한 준비사항과 진출전망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번호: CR316017, 연구과제번호: 2016-04-0025)의 심의를 거친 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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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한 준비사항

1) 다음 문항 중 귀하께서 해당하는 직종은 무엇입니까?

2)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지역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 시 필요한 과목들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주십시

오. 각 항목 별로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시험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공무원 필기시험 외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모두 체크하고 중요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각 항목 별

로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항목 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입니까?

5) 의료기술직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 공무원 준비를 위한 전반적인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알게 되셨습니까?

7) 공무원 준비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앞의 질문 외에 보건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2. 보건치과위생사에게 요구하는 인성

1) 보건치과의사로서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 별로 그

렇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는 전국 보건치과위생사 1,261명(2014년도 기준)을 모집단으로 하였다[11]. 표본선정은 동률추출

법으로 우리나라 전국 16개 시 ․ 도(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

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대표자 1명씩을 표본으로 선정하였

다. 대표자 명단은 한국 보건치과위생사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임원 명단을 참고하였다[1]. 선정된 

연구 대상자가 자발적인 참여와 녹음 등의 근거기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역 소속의 다른 임원

을 추천받았다. 추천할 대상자가 여의치 않거나, 한국보건치과위생사회 임원명단에 시 ․ 도 대표가 없

는 지역의 경우는 비확률표본추출 방법 중 의도표집으로 소개를 받은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2. 질적자료 수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5월 14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이었다. 연구결과의 신

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면담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연구자는 그 시나리오대로 면담을 진행하

기로 하였다. 면담 시나리오에는 일련의 질문 문항, 문항의 순서 그리고 면담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가이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양질의 답변을 듣고자 면담을 진행하기 전

에 연구 대상자 이메일로 연구계획서, 동의서 그리고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는 연구

목적, 참여방법, 면담과정을 녹음하는 근거기록 방법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

고 이를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대상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면담은 연구대상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연구대상자가 바쁜 경우 전화로 진행

하였다. 면담 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은 사전에 작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질문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보건치과

위생사가 되기 위한 준비사항, 보건치과위생사에게 요구되는 인성 그리고 예비 보건치과위생사의 

진출 전망으로 구성하였다. 대화를 하면서 답변 내용이 모호하거나 질문지 외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

고 생각되는 질문은 내용을 확인하거나 질문을 추가하였다. 

질문지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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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 보건치과위생사의 진출 전망

1) 앞으로의 예비 보건치과위생사의 활발한 진출에 예상되십니까? 아니라고 답하셨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귀하께서는 예비 보건치과위생사의 진출의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

엇입니까?

3) 예비 보건치과위생사의 진출 전망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언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자유롭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3. 질적자료 분석

면담 내용을 기록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면담 내용을 기록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여섯 명의 연구자

가 모여 무작위 뽑기로 녹취록을 작성할 지역을 선정하였고, 각 세 지역씩 중복하여 녹취록을 작성하

였다. 녹취록 작성자는 녹음파일을 독립된 공간에서 듣고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여섯 명의 연구자가 

함께 모여 녹음파일을 들으면서 작성된 녹취록에 유의미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여섯 명의 연구자는 

녹취록 작성자가 유의미하다고 기록한 내용 중 공통되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분류하고 통합

하였다. 이후 회의를 거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하면서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명의 감독관은 도출된 결과가 실제 처음에 녹음된 파일에서 유래된 것인

지를 확인하였고, 연구 대상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공통의 메시지와 개별적인 메시지를 다시 확인

하여 첨삭하였다.

연구결과

1. 미래 보건치과위생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

1)  보건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한 공무원 필기시험 준비 시 필요사항

공무원 시험 준비 시 필요한 주요 과목들로 16개 지역 중 14개 지역이 공중보건을 선택하였다. 다

음으로 10개 지역이 선택한 과목은 의료관계법규와 영어이다. 나머지 과목은 10개 지역미만으로 선

택되었다. 이 세 과목은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공통된 이유가 있었다. 공중보건에 대해 “공중

보건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있으면, 근무 시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도움이 된다.”는 대표단의 의견이 

많았다. 영어는 “보건소에 내소하는 외국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의료관계법규는 “잘 알고 있으면, 근무 시 많은 도움이 된다.”......“본인이 맡고 있는 분야와 관계되

는 법에 대해서 꿰차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대표단의 의견이 있었다.

시험 준비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3개 지역, ‘1년 이상 2년 미만’이 9개 지역, ‘2년 이상과 

3년’이 각각 1개 지역,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이 2개 지역이었다. 

2) 공무원 필기시험 외 보건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사항

공무원 필기시험 외에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2개 지역으로 가

장 많았다. 그 자격증의 구체적인 종류는 보건교육사와 같은 보건관련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엑셀, 

피피티, 워드 프로세서), 인터넷 검색 능력, 운전면허증이 있었다. 자격증이 필요한 주된 이유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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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자격증에 대해서 “근무 시 치과 진료 업무만 보는 것

이 아니므로, 여러 자격증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주된 이유였다.

자격증 외에도 11개 지역에서 면접 준비를, 10개 지역에서는 임상경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면접 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공직에 임하는 자세’, ‘면접/업무 태도’, ‘직무에 대한 자부심’, ‘상식’, ‘지역에 대한 정보’, ‘인성’, 

‘공무원으로서의 도량’, ‘국가관’, ‘지원동기’, ‘앞으로의 포부’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당

부하였다. 면접 준비가 필요한 주된 이유는 ‘2차 시험’이기 때문이었다. 

임상경력에 대해서는 응답한 15개 지역 중 12개 지역의 대표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임

상경력 연수는 1년부터 3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주었다. 임상경력이 필요한 주된 이유는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임상경력에 대해 “다양한 행정 업무를 해야 하는데 

임상경력이 있으면 업무 수행 시 유리하며”, “추진하는 사업에 경험적 지식을 활용하면 업무 만족도

가 높아질 수 있다”, “보건은 임상을 포함한 전반적인 계획과 기획을 해야 하므로 이론적 지식과 경

험을 접목했을 때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고”......“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오면 경륜이 없으므로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두 개 지역에서는 임상경력이 필요 없다고 답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치과

진료는 간단한 진료’이기 때문에 임상경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이었다. “보건소의 진료 범위는 

한정되어 있어 학교에서 배운 정도로 업무가 가능하다”고 진술한 대상자도 있었다.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에는 주로 “적성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

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참

고하여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공부 외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 “사업기획서 작성이 중요

한데, (현장에서는) 가르쳐 주는 사람 없이 (담당자) 스스로 배워야 하므로 글쓰기를 잘하면 좋다.”

는 의견이 있었다.

2. 미래 보건치과위생사가 갖춰야 할 인성

보건치과위생사가 갖춰야 할 인성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보건치과위생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무

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많은 지역에서 보건치과위생사가 갖춰야 할 인성으로 ‘창의성’, ‘협동

성’, ‘적극성’, ‘책임감’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책임감과 적극성은 16개의 지역 중 15개의 지역이 ‘중

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협동성과 창의성은 16개의 지역 중 14개의 지역으로 많은 응답을 얻었다.

창의성이 필요한 주된 이유로는 ‘새로운 보건사업 개발에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보건 사업의 대상은 지역주민으로 거의 같으므로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대표단의 의견이 있었다. 반면, 소수의 의견이지만 “상부에서 지시하는 사업을 잘하면 되

기 때문”에 창의성이 필요하기는 하나,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적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었다. 

적극성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가 주된 의견이었다. “보건사업의 담당자들이 주관을 가지

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공직에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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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이면 힘들 수 있으므로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협동성이 필요한 주된 이유에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와 ‘기본 덕목’이기 때문이었다. “현재 

보건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므로 혼자 모든 일을 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사업부서 혹은 사업 담

당자들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한다.”,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조직이 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책임감이 필요한 이유는 ‘본인의 사업에 대해 책임감’이 필요하고, 책임감은 공무원이 갖춰야 할 

‘기본자세’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었다. “본인이 기획하고 만든 사업이므로 사업의 모든 과정과 결

과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이루어야 한다.”, “(공무원이라면)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 자세이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 ‘정직성’, ‘성실성’, ‘수용성’, ‘친절함’을 필요한 인성으로 응답하였다. 

정직성과 성실성은 ‘기본 덕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었다. “공무원으로서 갖춰

야할 기본 덕목으로 정직과 성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용성은 ‘기본 덕목’임과 동시에 ‘타인과의 업무수행 효율증가’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였다. 

“타인의 장점과 의견을 받아들여 배워서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 등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다른 사업과의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친절함이 필요한 이유는 ‘기본 덕목’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조직에 적응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3. 미래 보건치과위생사의 진출 전망

예비 보건치과위생사가 향후 보건치과위생사로서 진출할 때 그 전망에 대해 16개 지역 중 9개 지

역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5개 지역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긍정적인 응답을 한 지역은 예상되는 진출시기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였다. 또한 진출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그 이유는 ‘현재 재직 중인 보건치과위생사의 정년퇴직 시기’ 라고 응답하였

다. 반대로 진출할 자리가 얼마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공중보건치과

의사 수의 감소’와 ‘구강보건사업의 위축’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 기타의견으로는 “정년퇴직하는 

보건치과위생사의 수가 많아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공중보건

치과의사들과 퇴직하는 치과위생사들이 늘어나면 보건치과위생사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공중보건치과의사 수가 줄어들면서 사업이 축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치과위생사

의 수 또한 줄어들고 있다”, “구강보건사업은 그 지역의 필수사업이 아니고 선택사업으로 보건사업 

중에서 그 비중을 낮게 두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치과위생사에 대한 수요가 적

은 지역도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또한 “현직 보건치과위생사가 물러나면 빈자리에 신임치과위생사의 진출이 예상되기는 하나, 

(정규직 보다는 계약직 등으로 전환될 수도 있어서) 진출 전망을 밝다고 봐야 할지 아직 모르겠다.”

는 등 지역의 보건사업의 방향과 인력구조에 따라 그 진출 전망이 다를 것으로 의견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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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보건사업이 단기간의 사업이 아닌 체계적 과정이나 기획에 의한 장기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보건

사업을 주도하여 이끄는 인력들의 역량이 중요하다[12]. 이에 미래 보건치과위생사가 효율적인 업

무수행과 그 역량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인성을 갖춰

야 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 연구는 보건치과위생사 대표자와의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미래 보건치과위생사의 준비사항과 

진출전망에 관해 기술하였다. 미래 보건치과위생사가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사

항과 갖춰야 할 인성 그리고 그 진출전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공직 진출을 위한 시험 시 준비해야 할 과목들과 그 과목이 필요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공중보건을 

14개 지역에서 선택하여 가장 필요한 과목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료관계법규와 영어가 10개 지

역에서 선택한 과목으로 10개 미만의 지역에서 선택한 나머지 과목에 비해 필요한 과목임을 알 수 있

었다. 그 이유는 실무에서 활용되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모든 과목의 점수로 합격여부가 판별되기 때

문에 어느 한 과목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험 준비 기간에 대해 다양하

게 응답하였으나, 12개 지역에서 ‘2년 미만’이라고 응답하여 2년 이상 넘어가는 것 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12개 지역은 의료기술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임

상경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필요한 임상경력 연수는 1년부터 3년 이상 까지 다양하였다. 추가

적으로 이들은 보건치과위생사가 되기에 앞서 본인의 적성을 확인하고 지원을 하도록 조언을 하였다.

미래 보건치과위생사가 갖춰야 할 인성은 책임감, 적극성, 협동성, 창의성이라는 공통된 의견이 

도출되었다. 15개 지역에서 책임감과 적극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4개 지역에서 협동성과 창

의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 네 가지는 모두 공직에 진출한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이 아닌 팀을 구성하여 보건사업을 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직업보다 기본적인 인성을 더 강조하고 있었다. 

예비 보건치과위생사들의 진출전망에 대해 전국 16개 지역 중 9개의 지역은 전망이 긍정적일 것

이라고 응답하였고, 5개의 지역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공중보건치과의사 수의 감소’, ‘구강보

건사업의 위축’, ‘보건치과위생사에 대한 수요 감소’가 그 부정적인 이유이었다.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구강보건업무를 시행해야 하는 보건치과위생사들은 공중보건치과의사가 

감소하면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13].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을 그 지역에

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사업이 아니고 지역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행해도 되는 선택사

업으로 수행하는 지역이 있으므로 지역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비중이 달라 구강보건사업을 추진

하기에 어려운 지역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구강보건센터의 미설치 이유를 조사한 결과 

72.4%가 ‘우선순위부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구강보건사업이 축소하고 있다는 결과와 비

슷한 이유이었다[14]. 

반면, 긍정적 전망은 ‘현직 보건치과위생사의 정년퇴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유가 가장 많

았다. 현직에 있는 보건치과위생사들의 연령대는 주로 40대에 집중되어 있다. 예비 보건치과위생사

들의 진출 시기로 과반수의 지역(16개 지역 중 11개)에서 10년 이내로 예상하는 것도 현직 보건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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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들의 연령분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15년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

원의 정원 외 입학 인원을 감소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추후 공중보건치과의사 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15].

그 밖에 반드시 의료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건직 공무원을 지원하는 등 보건치과위생사

가 되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구강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타 부서의 

업무도 접함으로써, 여러 보건 분야와 연계된 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미래 보건치과위생사는 금연, 영양, 운동, 음주 등 건강증진 분야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여 

보건치과위생사가 주도하는 구강보건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을 접목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와 의의가 있었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자는 16명이었다. 이것

은 전체 모집단에 비해 매우 적은 수이다. 그러나 대상자를 우리나라 16개 시‧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시‧도별로 1명씩을 선정하여 특정 지역의 특성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

다. 또한 대상자에게 각 시도를 대표하는 면담자로 선정하여 그들의 응답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결과

가 될 것이라고 미리 언급하였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고 대표성이 있는 답변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한

다. 둘째, 전국 16개 지역에 방문하기에는 우리나라 전국 시‧도가 모두 지리적으로 매우 멀어서 접근

성이 낮고, 연구기간도 부족하여 모든 연구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면담 이전에 

연구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부 지역은 협조도와 응답결과에 성의

가 부족한 답변이 있었다. 향후 연구는 충분한 연구기간과 재원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수의 연구 대

상자를 직접 찾아가 응답 협조를 높이고 그로 인해 얻은 심도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미래 보건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을 정리하고, 현직 보건치과

위생사들이 예상하는 진출 전망을 실질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또한 연구자들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뢰성을 높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수집 방법을 구현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진행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었다. 첫째, 면담 대상자들에게 통일된 

질문을 하기 위해 면담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임의로 선정한 보건치과위생사 1

명을 대상으로 사전면담을 시행하여 예비 설문지 내용을 보완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모든 연구자들

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하여 그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감독관 2명

을 두어 최종 분석결과가 실제 녹음파일에서 유래한 것인지 재차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기

존 연구에서 수행하지 않았던 현직 보건치과위생사 전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였다는 

독창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직접 현직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실질적으로 수렴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향후에는 현직 보건치과위생사 뿐 아니라 보건소의 인력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와 

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고 통합하는 건강증진사업의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서 보건치과위

생사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역량에 대한 의견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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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이 연구는 예비 보건치과위생사가 공직 진출을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과 갖춰야 할 인성을 파악하

고 향후 보건치과위생사의 진출 전망을 예측하기 수행하였다. 전국 16개 시 ․ 도별 대표자로 선정된 

16명의 보건치과위생사 대표단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1. 예비 보건치과위생사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공고한 시험과목을 확인하고 응시해야 한

다. 그리고 그 과목들 간의 치우침 없이 모든 과목을 골고루 준비해야한다. 또한 필기시험 외에 보

건관련 자격증(보건교육사 등), 컴퓨터 자격증, 운전면허증과 같이 공직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며, 치과 임상경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2. 미래 보건치과위생사가 갖춰야 할 인성은 창의성, 협동성, 적극성, 책임감이었다. 

3. 진출 전망은 ‘공중보건치과의사 수의 회복’과 ‘현 보건치과위생사의 정년퇴직의 시기’가 다가오

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미래 보건치과위생사의 진출전망이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보건치과위생사가 되기 위

해 공고된 시험과목과 다양한 자격증을 준비하고 갖춰야할 인성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 치과위

생사로서 임상영역 외에도 지역사회의 활동영역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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