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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resent study is aimed at comprehending the organizational setup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and to establish an organizational setup that fits their roles. Methods: The survey data of 776 

clinical dental hygienists who understood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agreed to write the questionnaire was 

utilize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Ver. 20.0 program and the significance level was 

0.05. Results: The presence of an organizational setup in dental hygienists was surveyed as being higher, 

with university dental hospital (89.86%) showing the highest. However, the presence of position terms was 

highest in dental hospitals with 76 subjects (38.78%). Standards for positions most commonly followed 

hospital regulations in the case of general hospitals (48.42%), whereas they were often based on service 

period in the case of dental hospitals (48.90%). Salary standards were most commonly determined by service 

period in all institutions. The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ocial status and financial satisfaction depended on having organizational hierarchy for those who work in 

university dental hospitals.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how that dental hygienists who 

work in organizational setups mostly enjoy high satisfaction in terms of job satisfaction. In other words, the 

study shows that systemizing the organizational setup of dental hygienists within dental institutions is 

required, and additional research to achieve effici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within the organization 

is necessary as well as institutional utilization of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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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과위생사는 치과병 ․ 의원의 전문인력 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1], 치과병 ․ 의원 내에서 

역할은 매우 크고 다양하다. 특히, 업무범위 확대와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어[2],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대인관계기술, 상담기술, 경영관리 분야에서도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

다[3]. 즉, 이들로부터 제공되는 치위생 의료서비스는 치과병 ․ 의원의 조직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중

요한 자산이다. 

일반적으로 병원조직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각기 일정한 행동 규범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그 구성원들은 각자의 직무가치의 과다, 대소의 서열에 따라 상하, 우열의 위계 구조적 특

성을 가지게 된다[4]. 마찬가지로 치과병 ․ 의원 조직에서도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는 직무가치와 업무범위 및 역할수행에 부합한 위계 구조의 부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직무권한 및 

책임한계에 알맞는 직위체계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치과병 ․ 의원 내에서 치과위생사에게 부여되는 

직업상의 임무나 직위에 관한 제도인 직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조직은 각 구성원들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업무 수행의 표준적인 절차를 마련해 주며, 상부 구성

원의 지시와 명령을 합리적으로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5]. 병원은 다양한 전문직종의 집합체

이며 직종간의 의존도가 높고 구성원간의 상호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조직이다[6]. 공동의 목표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합한 직무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동기유발과 작업효율을 

높이고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7,8]. 성공적인 병원 경영을 위해서는 적합한 직무 설계가 필요하

며 구성원들은 주어진 직무 표준에 따른 발전계획과 서비스개선 전략에 자발적인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치과위생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국내 치과병 ․ 의원에 근무하는 임상 치과위생사는 표준이 될 만한 직제를 찾아 볼 수 없고 

관련 연구도 미흡하며 지금까지 치과위생사의 직제와 규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임상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알맞는 직위체계에 대한 보상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역량을 최대화하고 직무만

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성원 간의 갈등을 감소시켜 바람직한 조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임상 치과위생사의 직제실태를 조사하고 

역할 수행에 적합한 치과병 ․ 의원 내 치과위생사 직제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번호: P01-201412- 

SB-05-02)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고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설문 작성에 동의한 국내 치과병 ․ 의

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무작위 추출된 전국 47개의 치과의료기관(치과대학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산하 치과위생사 전문학회 보수교육에 

참가한 임상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총 966부의 설문을 배부하였고 그중 776부가 회수되어 회수율

은 79.3%였다.



https://doi.org/10.13065/jksdh.2017.17.01.169

노희진ㆍ배성숙ㆍ김선경 외 / 임상 치과위생사의 직제실태 조사 ∙ 171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5년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우편발송 하였거나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산하 치과위생사 전문학회에 참가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 하

였다. 설문도구는 2012년 임상간호사회 사업보고서인 ‘국내 간호부 조직 및 관리기능에 관한 조

사’[9] 내용을 참조하여 치과위생사 대상의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의 내

용은 일반적 사항(성별, 연령, 근무경력, 근무지역, 근무기관의 규모), 임상 치과위생사의 직위체계 

유무, 직위체계별 임기와 급여지급 기준 및 직무만족도였다. 연령은 20세부터 10년 단위로 구분하

고, 근무경력은 응답자의 분포가 일정하지 않아 비교적 임상경력이 짧은 10년 이하의 경우 3년 미만, 

3-4년, 5-10년으로 짧게 구분하고 10년 이상부터는 10년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근무지역에서 

제주자치도의 경우에는 설문이 회신되지 않아 제외하였고, 근무기관의 치과위생사의 수는 10명 단

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직무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치과위생사 직업의 업무, 사회적 지위, 병원 

내 지위, 경제적 만족도의 총 4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

족으로 평가하였다. 직무만족도에 대한 Cronbach의 알파 값은 0.811이었다. 

3. 통계분석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분석을 하였고 치과위생사의 근무경력에 따른 직위현황과 근무기

관규모에 따른 직위현황, 근무기관규모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직위체계현황은 교차분석을 시행하였

다. 직제유무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는 기관규모에 따라 t검정을 시행하였으며 유의수준

은 0.05였고, 일부 변수에서 결측값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Ver 20.0 (IBM 

Corp., Chicago,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치과위생사는 모두 776명 이었으며 20-29세가 481명(62.14%)으로 가장 많았

고 50세 이상의 경우 9명(1.16%)으로 가장 적었다. 근무경력은 3년 이하가 221명(29.35%)으로 가

장 많았다. 근무지역은 서울이 331명(42.65%)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8명(1.03%)으로 가장 적

었다. 기관규모는 치과병원이 237명(30.62%)로 가장 많았고, 치과위생사 수는 10명 이하인 경우가 

206명(26.58%)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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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s of dental hygienists (N=776)

Characteristic Division N %

Gender Female 771 99.36

Male     5   0.64

Age 20-29 481 62.14

30-39 225 29.07

40-49   59   7.62

50-59     9   1.16

Work experience <3 yr 221 29.35

3-4 yr 154 20.45

5-9 yr 206 27.36

10-19 yr 136 18.06

20-29 yr   32   4.25

30-39 yr     4   0.53

Residential area Seoul 331 42.65

Incheon & Gyeonggi-do 175 22.55

Gangwon-do     8   1.03

Daejeon & Chungcheong-do   45   5.80

Gwangju & Jeolla-do 166 21.39

Daegu, Busan & Gyeongsang-do   51   6.57

Types of dental clinic General hospital 146 18.86

University dental hospital 220 28.42

Dental hospital 237 30.62

Dental clinic 171 22.09

Number of dental hygienists ≤10 206 26.58

11-20 150 19.35

21-30 151 19.48

31-40   86 11.10

40-50   75   9.68

50< 107 13.81

2. 치과위생사의 근무경력과 직위

치과위생사의 근무경력에 따른 직위현황을 살펴본 결과 근무경력에 따라 직위가 의미 있는 차이

가 있었다(p<0.001). 일반적으로 치과병 ․ 의원에서는 실(室) 단위, 팀(team) 단위, 파트(part) 단위, 

과(科) 단위의 책임자 또는 등급이나 직위 따위에서 맨 윗자리로 일컫는 수석치과위생사의 명칭으로 

직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팀 일원

의 경우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실장은 10-19년차가 27명(20.30%)으로 가장 많았고, 

수석치과위생사도 10-19년차가 20명(15.04%)으로 가장 많았으며, 팀장은 5-9년차가 39명

(66.83%)으로 가장 많았다. 파트장의 경우 5-9년차가 5명(2.48%)으로 많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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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hierarchy and work experience in dental hygienists

Unit: N (%) (N=776)

Position N
Work experience (years) 

p*
<3 3-4 5-9 10-19 20-29 30-39

General manager   56 1 (  0.47) 6 (  4.00) 19 (  9.41) 27 (20.30) 3 (10.00) 0 (  0.00) <0.001

Team manager   67 1 (  0.47) 18 (12.00) 39 (19.31) 5 (  3.76) 3 (10.00) 1 (25.00)

Part manager   12 2 (  0.93) 1 (  0.67) 5 (  2.48) 2 (  1.50) 2 (  6.67) 0 (  0.00)

Manager     6 0 (  0.00) 2 (  1.33) 1 (  0.50) 2 (  1.50) 1 (  3.33) 0 (  0.00)

Head dental hygienists   31 1 (  0.47) 0 (  0.00) 1 (  0.50) 20 (15.04) 9 (30.00) 0 (  0.00)

Team members 561 209 (97.21) 121 (80.67) 135 (66.83) 63 (47.37) 10 (33.33) 3 (75.00)

Others   22 1 (  0.47) 2 (  1.33) 2 (  0.99) 14 (10.53) 2 (  6.67) 0 (  0.00)

*by Chi-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3. 치과의료기관 규모와 치과위생사 직위

근무기관 규모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직위현황은 기관별로 직위 분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어 팀

일원, 팀장, 실장, 수치과위생사, 파트장, 과장 순으로 많았다(p<0.001). 팀 일원의 경우는 치과대학

병원(85.51%), 종합병원(79.72%), 치과병원(71.74%), 치과의원(57.74%) 순으로 나타났고, 팀장의 

경우는 치과의원(16.07%), 치과병원(13.04%), 치과대학병원(3.27%), 종합병원(2.10%) 순으로 나

타났다<Table 3>.

Table 3.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dental hygienists by types of dental clinic Unit: N (%) (N=776)

Organizational structures N

 Types of dental clinic

p*General 

hospit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Dental 

hospital
Dental clinic

General manager   58 1 (  0.70) 1 (  0.47) 20 (  8.70) 36 (21.43) <0.001

Team manager   67 3 (  2.10) 7 (  3.27) 30 (13.04) 27 (16.07)

Part manager   12 4 (  2.80) 3 (  1.40) 5 (  2.17) 0 (  0.00)

Manager     6 3 (  2.10) 0 (  0.00) 3 (  1.30) 0 (  0.00)

Head dental hygienists   31 12 (  8.39) 13 (  6.07) 2 (  0.87) 4 (  2.38)

Team members 559 114 (79.72) 183 (85.51) 165 (71.74) 97 (57.74)

Others   22 6 (  4.20) 7 (  3.27) 5 (  2.17) 4 (  2.38)

*by Chi-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4. 치과의료기관 종류별 치과위생사 직위체계 

치과의료기관 종류별 치과위생사의 직위체계를 조사한 결과 직위체계의 유무, 직위임기, 직위기

준, 연봉기준에 대하여 기관별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0.001). 직위체계는 모든 규모의 기관에

서 있는 경우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치과대학병원(89.86%), 치과병원(85.90%), 치과의원(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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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74.66%)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위임기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

히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92.42%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직위기준은 종합병원

(48.42%)과 치과대학병원(45.81%)의 경우 병원내규에 따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치과병원

(48.90%)과 치과의원(46.72%)의 경우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연봉기준은 치

과대학병원(49.75%), 종합병원(49.23%), 치과병원(43.60%), 치과의원(47.37%) 모두 각각 근무기

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Table 4>.

Table 4. Dental hygienists’ organizational hierarchy and applicable standards by types of dental clinic

Unit: N (%) (N=776)

Characteristic Division

Types of dental clinic

General 

hospit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Dental 

hospital
Dental clinic p*

Organizational hierarchy Yes 109 (74.66) 195 (89.86) 201 (85.90) 134 (79.76) <0.001

No 37 (25.34) 22 (10.14) 33 (14.10) 34 (20.24)

Position terms Yes 11 (10.28) 21 (11.23) 76 (38.78) 10 (  7.58) <0.001

No 96 (89.72) 166 (88.77) 120 (61.22) 122 (92.42)

Standards for positions Service period 28 (28.47) 52 (29.05) 89 (48.90) 57 (46.72) <0.001

Job contents 3 (  3.16) 10 (  5.59) 11 (  6.04) 13 (10.66)

Ability to work 14 (14.74) 28 (15.64) 26 (14.29) 27 (22.13)

Hospital by laws 46 (48.42) 82 (45.81) 54 (29.67) 23 (18.85)

Others 4 (  4.21) 7 (  3.91) 2 (  1.10) 2 (  1.64)

Standards for salary Service period 64 (49.23) 99 (49.75) 92 (43.60) 72 (47.37) <0.001

Ability to work 17 (13.08) 12 (  6.03) 47 (22.27) 40 (26.32)

Grade promotion 31 (23.85) 49 (24.62) 22 (10.43) 6 (  3.95)

No criteria 6 (  4.62) 16 (  8.04) 29 (13.74) 27 (17.76)

Inflation 4 (  3.08) 10 (  5.03) 2 (  0.95) 4 (  2.63)

Others 8 (  6.15) 13 (  6.53) 19 (  9.00) 3 (  1.97)

*by Chi-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5. 치과의료기관 종류별 직제유무에 따른 치과위생사 직무만족도

치과의료기관 종류별 직제유무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직무 내용과 경제

적 만족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으나 사회적 지위 만족에서는 치과병원의 경우 직제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p<0.05).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직제가 있는 경우(2.96±0.72), 

그렇지 않은 경우(2.78±0.94)에 비하여 사회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경제적 만

족도에서는 치과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그룹에서 직제가 있는 경우(3.10±0.87), 그렇지 

않은 경우(3.05±0.58)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p<0.05).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모

든 영역에서 치과대학병원 중 직제가 있는 집단의 치과위생사들의 업무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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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Job satisfactions in dental hygienists by having organizational hierarchy

Unit: Mean±SD (N=776)

Characteristic Division Job contents p* Social status p*
Position in 

dental clinic 
p*

Financial 

satisfaction
p*

General hospital Yes (109) 3.25±0.76 0.129 2.96±0.85 0.962 3.06±0.85 0.453 3.03±0.78 0.674

No (37) 3.35±0.59 2.73±0.84 2.73±0.93 2.84±0.73

University dental 

hospital

Yes (194) 3.36±0.76 0.182 3.11±0.85 0.525 3.14±0.75 0.160 3.10±0.87 0.003

No (22) 3.46±0.60 3.00±0.76 2.77±0.92 3.05±0.58

Dental hospital Yes (200) 3.18±0.60 0.148 2.96±0.72 0.034 3.05±0.68 0.327 2.49±0.78 0.314

No (32) 3.25±0.72 2.78±0.94 3.00±0.76 2.31±0.90

Dental clinic Yes (134) 3.08±0.70 0.225 2.78±0.81 0.686 3.11±0.79 0.157 2.48±0.87 0.683

No (32) 3.31±0.82 2.97±0.85 3.18±0.95 2.70±0.81

*by Independent t-test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치과병 ․ 의원의 임상 치과위생사 직제현황을 파악하고 임상 치과위생사의 직위체계 결

정 요인을 분석하여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치과

위생사의 직위체계는 근무경력에 따라, 근무기관 종류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근무경력에서는 실장(10-19년차), 수석치과위생사(10-19년차), 과장(5-9년차), 팀장 또는 파트

장(5-9년차)순이었는데,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직위체계가 상향되고 있었다. 그러나 병원조직은 직

무의 효율성과 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인적자원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

서[10], 단순한 연봉 서열은 치과의료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 

또 근무기관규모에 따라서 직제 분포도 다양하였는데, 팀장(13.04%)은 치과병원 규모에서 가장 

많았고, 실장(21.43%)은 치과의원 규모에서 가장 많았으며, 수석치과위생사는, 종합병원(8.39%), 

치과대학병원(6.07%) 순으로 많았다. 구성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팀 일원은 모든 규모의 치

과병 ․ 의원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아서 치과대학병원(85.51%), 종합병원(79.72%), 치과병원

(71.74%), 치과의원(57.74%) 순이었으며,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치과병원에서 치과의원보다 상대

적으로 팀 일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최근 의료기관의 양적인 팽창과 치열한 경쟁으로 병원 경영의 

흐름은 저성장 추세이고 그로인한 인력 활용의 효율성이 중시되고 있다. 경력직원은 업무지식, 기술 

등 필요 역량을 갖추고 있어서 선호되지만 신입직원의 경우, 기존 직원들 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조직정착을 잘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는다[11]. 치과위생사의 경우, 평균 근

속 수명은 유 등[12]의 연구에서는 2-4년 미만이 가장 많다고 하였고, 고 등[13]의 연구에서는 1-4년 

미만이 가장 많다고 하였으며 평균 3년에 불과하여[14] 높은 이직률을 나타내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재취업 후 반복적으로 신입직원의 위치가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그리하여 구성원들 간의 협동심, 

업무혼선과 유기적 분위기 와해 등 병원의 경쟁력에서 부정적 원인이 되어 손실을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15] 보건의료전문가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한편, 직위체계의 유무, 직위임기, 직위기준, 연봉기준과 근무기관의 종류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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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관찰되었는데, 직위체계는 모든 종류별 치과병 ․ 의원에서 직위체계의 규정이 있는 곳이 더 

많았으며, 특히, 치과대학병원(89.86%)이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79.76%)이 가장 적었다. 그러나 직

위에 대한 임기는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치과의원의 경우 응답자의 92.42%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직위임기는 승급과 직접 관련되므로 승급의 단계가 달라질 수 있어 단계별 최소기간

과 최대기간의 명시가 필요하다. 

송과 김[16]의 연구에서 직위체계가 있는 곳에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도 직위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사회적 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고, 치과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경우 경제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치과위생사의 발전 가능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위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직위기준은 종합병원(48.42%)과 치과대학병원(45.81%)의 경우 병원내규에 따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치과병원(48.90%)과 치과의원(46.72%)의 경우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응답이 많았

다. 이 등[17]의 연구에서도 호봉제, 승진제도가 있는 경우 만족도가 높았고, 정규직일 경우 만족도

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외의 선행연구에서도[18-20] 승급 또는 직급 체계의 차이에 따라 치과위생

사 직무만족도가 차이를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직급 체계의 내규가 있는 치과대학병원 근무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봉기준은 모든 치과병 ․ 의원에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응답이 가

장 많았다. 이와 한[21]의 연구에서도 연봉이 증가할수록 전문직업성이 높아졌으며, 직무만족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치과위생사 직무만족도는 단순한 연봉 조건만이 아닌, 치과위생사 직위와 근무경력별 수행

업무의 변화[22] 및 치과위생사의 근무경력에 따른 다양한 스트레스 증가[23-26], 조직 내 직급 또는 

직위 체계에서 겪는 갈등[27,28] 등 복합적인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근무기관규모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직무내용, 사회적 지

위, 경제적 만족도는 치과병 ․ 의원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치과대학병원은 직위체계가 있는 

경우 직무내용(3.36±0.76), 사회적 지위(3.11±0.85), 경제적 만족도(3.10±0.87)에서 더 높은 만족도

를 나타냈다. 반면에 치과의원은 직위체계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

다. 직무특성이론 연구에 의하면 직무가 작업자에게 적합하게 설계되었을 때 작업효율과 작업자의 

직무만족, 작업동기 유발 등의 정서적 반응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고[29], 또 조직 고유의 문화적 

특성이 구성원들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30].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도 직무만족도는 승

급 또는 직급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18-20]. 

이상의 결과 및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각 개인의 역할에 부합한 직위체계는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

한 방안이 되며 작업동기를 유발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치과병 ․ 의원에 근무하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경우도 직위체계가 있는 경우에서 직무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바와 같이 치과위생

사의 체계적인 직제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각 직제

별 구체적인 직무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실질적인 직제 표준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향

후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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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직제실태를 파악하고 역할에 부합한 직위체계 마련을 위해 시도되

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5년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국내 47개의 무작위 추출된 

치과병 ․ 의원에 근무하는 임상 치과위생사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산하 전문학회에 참가한 치과위

생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지 총 776부를 분석에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과위생사의 근무경력에 따른 직위현황은 실장의 경우 10-19년차(20.30%)가 가장 많았고, 수

석치과위생사의 경우도 10-19년차(15.04%)가 가장 많았으며 팀장은 5-9년차(19.31%), 파트장

은 5-9년차(2.48%)가 많았다(p<0.001). 

2. 치과위생사의 직위현황은 팀 일원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수석치과위생사가 많

았는데, 팀장은 치과병원(13.04%)에, 실장은 치과의원(21.43%)에 많게 나타났다(p<0.001). 

3. 치과위생사의 직위체계는 있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치과대학병원(89.86%)이 가장 높았고, 치과의

원(79.76%)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직위임기는 있는 경우는 치과병원(38.78%)이 가장 많았고, 없

는 경우는 치과의원(92.42%)이 많았다. 직위기준은 종합병원(48.42%)과 치과대학병원(45.81%)

의 경우 병원내규에 따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치과병원(48.90%)과 치과의원(46.72%)의 경우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봉기준은 모든 곳에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

우가 많았다(p<0.001). 

4.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만족도는 직제가 있는 경우(2.96±0.72)가 그렇지 않은 

경우(2.78±0.94)에 비하여 높았다(p<0.05). 경제적 만족도 또한 직제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p<0.05).

본 연구에서 치과병 ․ 의원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직위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검

토되었다. 향후 치과위생사가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직무

와 직급체계 제안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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