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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educational contents of the geriatricrelated curriculum in dental hygiene departments at colleges across the country. Method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geriatric curriculum, it was investigated by searching the websites of colleges across
the country where dental hygiene (curriculum) department was available. Furthermore, a literature
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textbooks related to geriatric dental hygiene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ontents of geriatric dental hygiene curriculum. Results: Among colleges that offer dental hygiene
(curriculum) department, 8 four-year and 12 three-year colleges (24.4%) offered geriatric dental hygiene
courses. A comparison of the contents of the textbooks titled “Geriatric dental hygiene” published by
Goonja, Daehan Narae, and Komoonsa showed that basic content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health
problems, and oral health problems of elderly -people were described in the same context.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volume and importance of the concerned contents also. Conclusions:
Universit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which offer dental hygiene curriculum should continue to conduct
studies for the development of geriatric hygiene curricula. Moreover, heightened efforts are needed to
ensure that geriatric dental hygiene education is more systematically off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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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치과위생사는 치과 진료실에 내원한 환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구강 건

강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구강 보건 전문 인력이다[1]. 한국에서 치위생학은 1977년 2년제 전문학사
과정 개설을 시작으로 1994년 3년제로 교육 연한을 연장하였다. 2002년에는 치위생학 학사학위 과정을 개설

하였으며, 나아가 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에서 치위생학 전공이 개설되었다[2]. 학교 교육에서 교육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교육과정이며[3], 교육과정을 통해 지식과 기술이 체계화되기 때문에 역량

을 갖춘 치과위생사 배출은 타당한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에 의해 결정된다[4,5]. 또한, 교육과정은 시대적 변

화와 더불어 사회적 변화도 반영하며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6]. 현재 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

나고 있는 공통된 국가 문제이며, 국가 정책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

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한국의 고령화 현상은 세
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7].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며, 기본적인 노인의 심리상태, 인지 변

화, 감각 변화, 전신질환과의 관계성 등 노인의 공통적 욕구를 인식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배양 및 역할이 중

요하다[8]. 국내 치의학 분야에서 노인치의학 관련 교과목은 11개의 치과대학 중 2개의 대학을 제외하고 9개

의 대학이 개설되어있으며[9], 노인치의학 교육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고 등[9]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치과

대학 노인치의학 관련 교과목 강의계획서를 분석하고 외국의 교육 현황을 비교하고 전문가 패널토의 등을 통
해 한국의 노인치의학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이 등[10]의 연구에서는 노인치과 전문과정의 필요

성을 강조하여 외국의 노인치과 전문과정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노인의 구강건강 관리, 예방 처치 등에 특화
된 한국의 노인 치과 전문의가 배출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내간호학 분야에서는 노인간호학 교육과정 현황조사 연구[11]부터 노인간호학 교육과정 분석[12] 및 교

육과정 정립을 위해 노인간호학 관련 모형을 개발[13]하고, 공통된 핵심역량과 학습 목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

구[14]가 꾸준히 진행되며 노인간호학 표준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018년 시행된 간호
학 학사과정의 노인간호학 핵심역량, 교육내용, 학습 목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14]에서는 미국의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AACN)에서 제시한 노인간호학에 필요한 19개의 핵심역량을 토대로 노

인간호학회 전문가 패널토의와 전국의 노인 간호학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노인간
호학에서 달성해야 할 13개의 핵심역량과 표준교육과정으로 대분류, 소분류, 학습 목표를 도출하였다.

국내 치위생학 관련 선행연구에서 노인 치위생 관리 및 교육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왔다[8,15-17]. 하지만 여

전히 국내 치위생(학)과 정규 교육과정에는 노인치위생학 교과목에 대한 표준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있지 않

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치과위생사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고

령화 시대에 맞는 역량 강화와 직무 영역의 확장이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노인 관

련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 치위생(학)과에 노인 관련 교과목 개설현황과 교육내용을 분석
하여 표준화된 노인치위생학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학에 개설된 치위생(학)과의 교육과정에서 노인 관련 교과목 현황분석을 통

해 노인치위생학 교육과정 확립과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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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국의 치위생(학)과가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노인 관련 교과목 개설현황을 파악하고, 노인 관

련 교과목 교과서 분석을 통해 교육내용을 파악한 문헌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전국 치위생(학)과가 개설된 82개의 대학(4년제 28개, 3년제 54개)을 전수 조사하였

으며, 노인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있는 4년제 8개교, 3년제 12개교 노인 관련 교과목 교육과정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치위생(학)과에서 노인관련 교과목 이수 시 사용하는 교과서 중 군자출판사의 ‘노인치위생학’[18], 대한나

래출판사의 ‘노인치위생학’[19], 고문사출판사의 ‘노인치위생학’[20] 및 ‘노인 및 특수 구강관리학’[21], 지성출
판사의 ‘oral rehabilitation’[22]을 사용하였다. 또한, 국외 치위생학과 교과서 중 미국 Wolters Kluwer 출판

사의 ‘Clinical Practice of the Dental Hygienist 12판’[23], 일본 永末書店(영말서점) 출판사의 ‘歯科衛生士の
ための 高齢者自歯科学’(치과위생사를 위한 고령자치과학)[24] 교과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Table 1>.

Table 1. Textbooks related to geriatric related to be surveyed
Division

Domestic

Foreign

Textbook name

Author

Publisher

歯科衛生士のための 高齢者自歯科学 3rd

植田耕一郎

永末書店

Geriatric dental hygiene
Geriatric dental hygiene
Geriatric dental hygiene
Geriatric and special needs oral care
Oral rehabilitation
Clinical Practice of the Dental Hygienist 12th

Kang Bu-wol et al
Bang Myung Sook et al
Kim Young Kyung et al
Park Myung Sook et al
Oh Sang Hwan et al
Wilkins

Koonja
Daehan Nare
Komoonsa
Daehan Nare
Jisung
Wolters Kluwer

Issuing
year
2012
2012
2020
2020
2018
2017
2017

3. 자료수집 및 분석 절차

노인 관련 교과목 개설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의 치위생(학)과

가 개설된 82개의 대학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노인 관련 교과목이 개설된 4년제 8개교, 3년제 12개교의 교

육과정표를 확보하였다. 확보한 교육과정표를 통해 노인 관련 교과목 명칭, 이수 영역, 편성 학기, 학점, 이론

시수, 실습 시수, 조사하였다. 부족한 내용은 해당 학교 학과 사무실로 전화 연결을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

명한 후 질문하여 내용을 보충하였다.

노인 관련 교육내용 분석은 국내·외 치위생(학)과가 개설된 학교에서 사용하는 노인 관련 교과서 및 치과

대학에서 사용하는 노인 관련 교과목 7종의 목차 및 학습목표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의 타당

성 검정을 위해 치위생학 및 치의학 전문가 3인의 자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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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1. 치위생(학)과 노인관련 교과목 교육과정 현황

국내 치위생(학)과의 노인 관련 교과목 개설현황은 <Table 2, 3>과 같다. 치위생(학)과가 개설된 총 82개의

대학 중 4년제 8개 학교 3년제 12개 학교가 노인 관련 교과목을 전공필수나 선택으로 개설되어 있었다. <Table

3>은 노인 관련 교과목 교육과정 현황 요약 결과이다. 1개의 학교는 1학년에서, 3개의 학교는 2학년에서, 14

개의 학교는 3학년에서 2개의 학교는 4학년에 노인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었으며, 학점은 1학점 1개교, 2

학점 17개교, 3학점 2개교로 2학점으로 개설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4년제는 평균 2.12학점, 3년제는 2.00학점

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론과 실습이 동시에 개설되어있는 학교는 3개교였으며, 17개교에서는 이론 과정으
로만 수업이 개설되어 있었다.

Table 2. Current status of dental hygiene and geriatric-related curriculum

School
Course
Course title
Year Semester Credit Theory Practice
system
type
1 Gangwon
4-year Oral medicine and treatment and
B
2
2
3
2
2
management of patients with
special needs
2 Daejeon
Dentistry for special needs and
A
4
2
2
2
elderly patients
3 Chungnam
Geriatric and special needs
A
3
1
2
2
dentistry
4 Chungnam
Geriatric dental hygiene and
A
3
2
2
1
2
practical training
5 Chungnam
Geriatric dental hygiene and
B
3
2
2
1
2
practical training
6 Gwangju
Gerontology
C
3
2
2
2
7 Chungbuk
Special needs dental hygiene
A
3
1
2
2
8 Gyeonggi
Geriatric dentistry
B
4
2
2
2
9 Gyeongbuk 3-year Geriatric dentistry
B
3
1
2
2
10 Chungbuk
Oral care for special needs patients
B
2
2
3
3
and clinical psychology
11 Jeonnam
Geriatric dentistry
B
3
1
2
2
12 Daejeon
Geriatric dentistry
B
3
2
1
1
13 Jeonnam
Geriatric oral care
B
3
2
2
2
14 Gyeongbuk
Gerontology
B
3
1
2
2
15 Gyeonggi
Geriatric health and dementia
D
1
2
2
2
16 Jeonnam
Geriatric dentistry
B
2
1
2
2
17 Jeonbuk
Geriatric and special needs oral
B
3
2
2
2
care
18 Chungbuk
Gerontology
B
3
2
2
2
19 Gyeongbuk
Geriatric dental hygiene
B
3
1
2
2
20 Seoul
Geriatric dental hygiene
A
3
1
2
2
A=Major required; B=Major elective; C=Intensive major; D=Elective
No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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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current status of dental hygiene and geriatric-related curriculum
Characteristics Division
School system A four-year system
A three-year system
Classification Major required
Major elective
Intensive major
Liberal arts
Year-Semester 1-1
1-2
2-1
3-1
3-2
4-1
4-2
Credit
1
2
3

N
8
12
5
13
1
1
1
1
7
7
2
1
17
2

%
40.0
60.0
25.0
65.0
5.0
5.0
5.0
5.0
35.0
35.0
10.0
5.0
85.0
10.0

2. 국내·외 노인 치과 관련 교과서

국내 치위생(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출판사별 노인 관련 교과서와 국내 치과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노인 관

련 교과서, 미국과 일본 치위생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서 목차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해 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군자출판사, 대한나래출판사, 고문사출판사의 ‘노인치위생학’의 경우 노인에 대한 특성, 건강문제, 구강건

강문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노인과의 의사소통기법, 노인의 섭식 연하 관

리 방법, 노인 구강건강 관리 및 교육 등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차이점은 대한나래출판사의

경우 방문 구강건강 관리에서 칫솔질, 양치법, 구강세정 등의 방법과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자세하게 기술되

어 있었으며, 군자출판사의 경우 노인의 영양관리와 노인 전문가 치면세정술(와따나베법), 치간청결물리요
법(PMTC), 치근면 불소도포 등의 노인치위생처치 방법, 주의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또한, 군
자출판사의 경우 노인구강보건을 위한 치과위생사의 활동과 노인전문 치과위생사로서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다. 고문사출판사의 ‘노인치위생학’의 경우 2018년부터 발표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Communtiy care)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노인 치위생 관리과정과 진료실과 진료실 외의 환경

에서의 구강관리 방법과 장애 및 질환 별 구강관리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대한나래출판사의 ‘노인 및 특수구강관리학’의 경우 노인의 건강 및 구강건강 문제와 관련된 기본적 사항

들과 노인환자 구강관리방법과 더불어 와상 환자 구강관리, 전신질환과 구강관리, 장애인 구강관리와 같이

특수 환자의 구강관리와 전신질환과 구강건강의 관련성, 노인구강보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었
다.

지성출판사의 ‘Oral rehabilitation(구강재활)’ 교과서의 경우 구강 기능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과 노인구강

위생 관리를 위한 구강위생용품, 고령자체험과 장애별 안내지침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병태별 환자
의 방문지도 실습 방법과 입원실과 중환자실에서의 구강위생관리 등 치과진료실 뿐만 아니라 재택과 병원에

서의 노인, 장애인 전신질환자의 구강기능 재활을 위한 치과위생사의 자세와 역할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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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xtbooks related to geriatric dental hygiene
Contents

A

Domestic*
B
C D

E

USA* Japan*
F
G

Characteristics of elderly people
O
O
O
O
O
Characteristics of aging
O
O
O
O
O
Social issues and environment of elderly people
O
O
O
O
Welfare policies for elderly people
O
O
O
O
Geriatric health
O
O
O
O
O
Geriatric medical diseases
O
O
O
O
O
O
Osteoporosis
O
O
Dementia
O
O
O
Pulmonary dysfunction
O
O
Musculoskeletal disorders
Dysphagia
O
O
O
Cardiovascular disorders and diabetes
O
O
O
Alcoholism
O
Daily functioning assessment of elderly people
O
Assessment and response for different types of patients with system disease
O
O
O
Elderly and medication
O
O
O
O
Elderly and nutrition
O
O
O
O
Oral health characteristics of elderly people
O
O
O
O
O
O
Geriatric oral diseases
O
O
O
O
O
Dental treatment planning for elderly people
O
Dental caries, dental pulp disease, and dental root surface disease in elderly
O
O
O
O
O
people
Geriatric periodontal disease
O
O
O
O
O
Geriatric oral mucosal disease
O
O
O
O
Geriatric oral cancer
O
O
O
O
Salivary hypofunction and dry mouth syndrome in elderly people
O
O
O
O
Halitosis, dysgeusia, and olfactory disorders in elderly people
O
O
Geriatric dental hygiene care
O
O
O
O
O
Role of dental hygienist during dental treatment for elderly people
O
O
O
O
Communication skills
O
O
O
O
Assessment and diagnosis of chewing and eating ability of elderly people
O
Management of chewing and eating ability of elderly people
O
O
O
O
O
Geriatric oral health care
O
O
O
O
O
O
Geriatric oral healthcare education
O
O
O
O
O
Infection prevention
O
O
Oral care for bedridden patients
O
O
O
O
Oral care for the disabled
O
O
Hands-on experience with oral functions
O
Oral function assessment
O
O
Oral function training
O
O
Geriatric oral hygiene products
O
O
O
O
O
O
O
Hands-on experience with elderly people
O
Guidance for each disability
O
O
Geriatric oral healthcare projects
O
O
O
O
O
Community-based integrative care
O
Visiting oral health care
O
O
O
Visiting education practice for patients by conditions
O
O
O
Hospital rooms and intensive care unit
O
Home care for people with difficulty going to the hospital
O
O
Oral care for institutionalized elderly
O
O
Role of geriatric dental hygiene specialists
O
O
*
Publisher: A=Koonja; B=Daehan Nare 1; C=Komoonsa; D=Daehan Nare; E=Jisung; F= olters Kluwer; G=Youngmal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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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치위생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Clinical practice of the dental hygienist’ 교과서 특별환자관리 파트 중

Chater 53 Older Adult Patient(노인치과환자) 파트에서는 치과위생사가 노인을 위해 갖춰야 할 지식과 실무

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다. 일반적 노화에 따른 변화와 전신질환 중 골다공증과 치주질
환의 연관성, 알츠하이머씨 병의 특징적 소견과 관리 방법이 기술되어 있었다. 또한, 실무에서 필요한 구강 위

생 관리 방법이 기술되어 있었는데, 치과위생사의 예방관리 계획에 필요한 치면세균막을 조절, 치주처치, 치
아우식증 조절 관련 교육방법과 사용되는 기구, 재료 치료방법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노인에게 필요한

영양과 식이 관련 구강 건강 교육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 永末書店(영말서점)출판사의 ‘歯科衛生士のための 高齢者自歯科学(森戸光彦, 3rd, 2017)’(치과위

생사를 위한 고령자치과학)[24]의 경우 한국의 ’노인치위생학’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었으
며, 추가적으로 노인의 전신적 기능과 구강기능, 특히 노인의 섭식 연하 기능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방법이 포

함되어 있었다. 또한,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등의 전신질환 환자별 평가와 대응법과
통원곤란자 재택진료, 개호보험 제도에 따른 대상자 구강위생관리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과 술기에 관한 내용 모두 기술되어 있었으며, 치과 진료실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통원
불가능한 자를 위한 재택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파트별로 구분되어 있었다.

총괄 및 고안

현재 한국의 치위생(학)과가 개설된 82개의 대학 중 4년제 8개교, 3년제 12개교 총 20개의 학교(24.4%)에서

노인 관련된 단독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었고, 노인 관련 실습이 개설되어있는 학교는 3개교에 불과하였다. 전

국 치과대학이 개설된 11개의 학교에서는 2019년 9개교(81.8%)에서 노인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있다[9]. 또

한, 한국의 간호학에서는 2008년 이미 4년제 간호학과 55개교 중 48개교(87.3%)가 독립된 교과목으로 노인

간호학이 개설되어있었으며, 25개교(45.5%)에서는 노인간호학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었다[25]. 이와 비
교하였을 때 치위생(학)과의 노인 관련 교과목 개설이 매우 낮은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치의학에서는 노인치의학 관련 교과목 강의계획서를 분석하고 외국의 교육 현황을 비교를 통해 노인치의

학 관련 교과목 교육주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9], 간호학의 경우 노인간호학 핵심역량과 표준교육과

정과 학습 목표를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4]. 반면 치위생학에서는 노인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
들이 시행되었지만[8,15-17], 구체적으로 노인치위생학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미비하

였다. 연구를 시행하기에 앞서 교육이 선행되고, 교육으로부터 다져진 지식과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임상 과

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 되는 문제나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 연구 주제로 제시
되어야 하지만 현재 치위생학 연구 동향은 반대로 연구 과정이 교육보다 앞서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치위

생학에서도 다른 분야와 같이 노인치위생학 공통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

국내 치위생(학)과에서 일반적으로 노인 관련 교과목으로 사용되는 군자출판사와 대학나래출판사의 ‘노인

치위생학’[18, 19]의 경우 포함된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많았지만, 목차 순서의 상당 부분이 상이하였으며, 내

용에서도 분량과 중요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한, 2개의 출판사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방문 구강
관리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2020년 고문사 출판사에서는 현재의 시대적 상황과 노인 구강 관리를 중점으로

교육내용이 편성된 노인치위생학 교과서[20]가 신규 발간되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노인치위생학 교과목

이 개설되어있지 않거나, 전공선택으로 개설되어 통용되지 못하고 있다.

https://doi.org/10.13065/jksdh.20200080

872 ˙ J Korean Soc Dent Hyg 2020;20(6):865-74

한국과 법률 구조가 가장 유사한 일본의 경우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진료실 내로 한정되지 않고 재택이나

시설에서 활동 시 어려움이 없도록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26]. 또한, 일본 치위생학과의 노인 관련 교육은 대

부분의 학교에서 ‘치과위생사를 위한 고령자 치과학’을 필수 이수 교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치과

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노인 관련 문항이 출제된다[27]. 일본은 학부 교육과정부터 구강 노쇠에 대해 중요하

게 교육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연하곤란 관리 과정이 개발되었다. 또한, 노인과 관련된 치위생 교육과정에

노인요양 실습이 포함되고 있으며, 전신질환 환자 연하곤란 관리를 비롯한 치주처치, 구강위생관리 내용이
포함되어있다[28]. 일본은 전문치과위생사 제도가 존재하며, 그 중 노년치과학회의 심사를 거쳐 일본 치과위

생사회에서 인정한 후 인증서를 교부하는 노년치과 인증 분야가 확립되어 있어 노인전문 치과위생사가 배출
되고 있다[26]. 일본의 치위생학과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경우 이론적인 내용과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이 모

두 기술되어 있었으며, 치과 진료실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통원 불가능한 자를 위한 재택에서의 치과
위생사의 역할이 파트별로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다[24].

총체적으로 현재 국내 치위생(학)과의 노인 관련 교육 현황은 미비하며, 교육내용에 있어 정확한 기준이 존

재하지 않고, 통일성 있는 교육내용과 공통된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노인 관련 교과목이 전공선택으
로 개설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치과위생사가 노인에 대해 갖추어

야 할 기술 및 지식을 함양하지 못한 채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첫째, 한국의 치위

생(학)과에서는 노인 관련 교과서의 내용 중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핵심역량과 공통된 학습 목표 개발연구를
통해 교육내용에 통일성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맞는 치과위생사의 역량 강화와 직무 영역의

확장을 위하여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는 노인치위생학 교과목을 국가고시 교과목으로 지정

하거나 노인전문 치과위생사 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치위생학 전공자에게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치위생학 교육인증평가원에서는 치위생학 전공자들

이 노인구강건강관리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노인치위생학 교과목의 핵심역량, 표준교육과정, 학습 목표가 부재인 상황에서 노인 관련 교육

현황과 교육내용을 조사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노인 관련 교육 현황을 홈페이지에 탑재되어있는 자료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대학에서 실제 운영하

고 있는 교육과정과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노인 관련 교과목 담당 교수자들이 유동적이어서 실제 강
의계획서 확보가 원활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추후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치위생학이 실제로 운영되는 교

결론

육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뿐 아니라 교육방법이나 교육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된다.

본 연구는 전국의 치위생(학)과가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노인 관련 교과목 개설현황을 파악하고 노인 관

련 교과목 교과서를 분석한 문헌 조사연구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위생(학)과가 개설된 82개의 대학 중 4년제 8개교, 3년제 12개교에서 노인 관련 교과목(24.4%)이 개설

되어 있었다. 이수 영역은 전공선택, 이수 학기는 3학년 1·2학기, 이수 학점은 2학점으로 개설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한국의 군자출판사, 대한나래출판사의 ‘노인치위생학’의 경우 노인에 대한 특성, 건강문제, 구강건강문

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노인과의 의사소통기법, 노인의 섭식 연하관리 방

법, 노인 구강건강 관리 및 교육 등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 분량
과 중요도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목차 순서의 상당 부분이 상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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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노인치위생학 교육내용의 경우 한국의 ’노인치위생학’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

었으며, 이론적인 내용과 술기에 대한 내용 모두 기술되어 있었고, 치과 진료실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통원 불가능한 자를 위한 재택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파트별로 구분되어 있었다.

종합적으로 국내 노인치위생학 교육과정 현황은 개설 및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노인치위생학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심도있는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노인치위생학을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개설함으
로써 노인치위생학 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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