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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improving the professional image of the dental 
hygienist among adults who visit the dentist. Methods: From December 5, 2018 to January 
25, 2019, 214 adults in Seoul or Gyeonggi filled out a Google online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overall average score of the professional image of dental hygienists was 3.59.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mage according to age, education, and 
occupation. The image according to the dental visit experience was highest for those providing 
orthodontic treatment. The difference in professional image recognized by the dental hygienists 
and the patients was highest in the case of those dental hygienists responding that they had 
been educated at a four-year university, who were considered as medical practitioners, and 
were called a dental hygienist. Lastly, the factors related to the professional image of the dental 
hygienist were positively affected in the case of preventive purpose of visit, and graduate or 
higher education of the patients. Conclusions: In order to establish the professional image of 
dental hygienists, public relations for adequate occupational awareness of their work should be 
continued.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ole through the systematic expansion 
of the professional image and their being considered as medical professionals, reflecting the 
reality of the work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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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급변하는 보건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하고, 국민의 구강건강에 중추적인 역할

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는 치과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
다[1].

치과위생사는 지역주민과 치과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 치과진료협조 
및 경영관리를 지원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직업으로[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3]. 그리고 2020년 2월 현재 전국 78개 대학(교)에서 매년 5,000여명의 학사 및 보건학사가 배출되
고 있으며, 전국에 총 42,657명의 치과위생사가 종사하고 있다[4].

바람직한 치과위생사의 이미지 정립은 구강보건 전문 인력으로 업무 수행에 적극적이며, 책임감 있는 치
과위생사를 육성하고 전문기술 개발을 통한 양질의 구강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
속적인 성장을 하고 환자가 치과위생사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이미지 형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라고 할 수 있다[1]. 이렇듯 전문직에 대한 이미지가 그 전문직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
할 때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치위생 전문직의 발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5]. 
최근 치과의사가 생각하는 치과위생사의 주된 역량은 전문가적 행동과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으로, 환자의 신
체 중 일부인 구강을 상대하는 전문가로서 소명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는 진료의 질을 결정하기도 하
고, 환자의 경제적 신체적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하며, 환자를 치유시켜야 하는 윤리의식이 중요한 역량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6].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2017년부터 구강건강 전문가인 치과위생사를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알리는 공격적
인 홍보 전략을 앞세워 대국민 홍보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며 서울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차내 액자형 광고를 
비롯해 JTBC 드라마 ‘힘쎈여자 도봉순’에 치과위생사 에피소드 방영, 산하 13개 시도치과위생사회에서 지하
철과 버스 등 다양한 광고를 진행하고 전국 스토리비전 영상 광고와 서울 지하철 2호선 차내 편성광고를 실
시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치과위생사 홍보를 진행하였다[7].

치과위생사의 인식과 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8]의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인지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역할은 치과진료협조자로 한정되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나 치과위생사를 보다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박 등[9]은 치과위생
사의 업무분야의 확대 및 체계적인 업무의 정립이야 말로 치과위생사의 인식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주장하였다. 신[10]은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내원환자와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한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 등
[11]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예방업무(치석제거, Scaling)와 치과의사 보조업무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치
과위생사 대국민 홍보 이후에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의 변화 등을 고려하며, 치과방문경험 및 치과위생사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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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이미지의 국내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며, 아직까지도 치과위생사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부 성인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전문
직업인 이미지의 관련 요인을 살펴보고 치과위생사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12월 5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서울, 경기에 거주하는 성인 230명을 편의표본추출하

여 조사하였다. 구글 온라인 설문지에서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게시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만 자기기입방법으로 작성하였다. 1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문항을 수정한 후 본 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G＊power 3.1.9.6 program을 이용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에서 effect size=0.15, 유의
수준 α=0.05, power 1-β=0.95로 설정 후 필요한 최소 208명이었으나, 표본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3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 중 무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16부를 제외한 214명을 최종적으로 연구 분
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00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심의(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01-201709-HR-019-01)
를 거쳐 진행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최종학력, 직업으로 구성된 5문항이었으며, 치과방문경험

은 내원 치과의 형태, 지난 1년간 치과방문 횟수, 최근 방문 시기, 방문목적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치과위생
사의 인식은 신[10]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치과위생사를 알고 있는지 여부, 교육과정, 
의료법상 위치, 호칭 등 7문항, 치과위생사의 전문적 이미지 문항은 강[12]의 연구에서 사용한 전문적 이미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8문항을 사용하여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인 이미지 문항
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가끔 그렇다’ 4점, ‘매우 그
렇다’ 5점으로 점수를 계산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인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
하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인 이미지 Cronbach's alpha=0.906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Statistics 22.0(SPSS Inc., Chicago, IL, USA)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

준은 0.05로 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치과방문경험 및 치과위생사의 인식은 빈도분석 및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인 이미지 차이는 t-test, one way ANOVA를 사용하였고, 
Scheffe test로 사후검정 분석하였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인 이미지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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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1.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인 이미지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인 이미지 정도는 <Table 1>과 같이, ‘치과위생사는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

다’에서 가장 높은 3.82점을 보였으며, ‘치과위생사는 치과진료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가 3.79
점으로 높았다. 반면에 ‘치과위생직은 신뢰감이 들고 존경스럽다’가 가장 낮은 3.39점, ‘치과위생사직은 전문
직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다’가 3.41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인 이미지는 3.59점이
었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인 이미지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인 이미지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치과위생사의 전문

직업인 이미지 정도는 연령, 학력,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서는 29세 이하와 40-49세에서 동
일하게(3.75점, p<0.01)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30대와 50대 이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학력에서는 대학원
(4.19점, p<0.001)에서 가장 높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대학원 졸업은 고졸 및 대졸과 차
이를 보였으며, 직업에서는 자영업(3.83점, p<0.05)에서 높았다.

3. 치과방문경험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인 이미지 차이
치과방문경험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인 이미지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치과방문경험은 치

과병(의)원을 내원하는 경우, 최근 방문 시기가 1년 미만, 지난 1년 동안 내원횟수는 1회 미만, 예방치료(치석
제거, 불소도포 등)에 가장 많은 빈도결과를 보였다.

치과방문경험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인 이미지는 치과방문 목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교정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3.75점, 예방진료 목적 방문은 3.73점 순으로 높았으며, 치주치료 
목적 방문자는 3.18점으로 가장 낮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Table 1. Professional image level for dental hygienists                                                            (N=214)
Characteristics Mean SD
Dental hygienists have special knowledge and skills. 3.82 0.69
Dental hygienists are an important part of dental care. 3.79 0.72
Dental hygiene is recognized as a profession. 3.41 0.88
In the field of dental hygiene, professional ethics is established. 3.42 0.82
Dental hygiene jobs are likely to develop along with their expansion. 3.66 0.77
Dental hygiene is trustworthy and respectful. 3.39 0.84
Dental hygienists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national oral health. 3.60 0.78
Dental hygiene is a rewarding profession. 3.61 0.68
Total 3.59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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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14)

Characteristics Division N Professional image
Mean±SD t/F p*

Gender Man 46 3.66±0.72 0.977 0.329
Woman 168 3.56±0.57

Age ≤29 44 3.75±0.51b 4.982 0.002
30-39 54 3.36±0.58a

40-49 66 3.75±0.63b

≥50 50 3.52±0.59a

Marital status Single 72 3.65±0.54 1.099 0.335
Married 140 3.55±0.63
etc 2 4.00±0.0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52 3.66±0.51a 9.557 <0.001
College 148 3.50±0.60a

Graduate 14 4.19±0.56b

Job Students 14 3.62±0.43a 2.631 0.018
Public officer 18 3.66±0.50a

Self-employed 18 3.83±0.72a

Prof & technician 48 3.44±0.64a

Employee 50 3.41±0.61a

Housewife 32 3.64±0.57a

Others 34 3.81±0.50a

a,bdenotes the same sub group by Scheffe’s test
*by t-test or one-way ANOVA

Table 3. Dental visit experience                                                                                                    (N=214)

Characteristics Division N Professional image
Mean±SD t/F p*

Type of dentist Dental clinic 206 3.58±0.61 0.221 0.882
College of dentistry 2 3.75±0.00
General hospital 4 3.50±0.57
Public health 2 3.87±0.00

Last visit Less than 1 year 132 3.53±0.62 2.478 0.086
1~2 year 66 3.64±0.57
More than 3 years 16 3.85±0.48

Purpose of visit Tooth decay treatment 68 3.52±0.54a 3.849 0.002
Periodontal treatment 8 3.18±0.20a

Preventive care 102 3.73±0.66a

Oral examination 18 3.23±0.55a

Orthodontic treatment 8 3.75±0.21a

Dental implant procedure 10 3.37±0.36a

Number of dental 
visits in the past year

1 time or less 124 3.64±0.62 1.408 0.247
2~3 times 62 3.56±0.64
4 or more times 28 3.43±0.36

a,bdenotes the same sub group by Scheffe’s test
*by t-test or on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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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과위생사의 직업인식에 따른 전문직업인 이미지 차이
먼저 치과위생사의 직업인식은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들어본 경험이 ‘예’, 전문대학(3년제) 응답자가 가

장 많았으며, 치과위생사 면허시험 주관은 국가(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상 위치는 의료기사, 하는 업무를 보
고 치과위생사를 구별하고 있었으며, 호칭은 선생님으로, 받아 본 서비스에는 예방진료, 치과의사 업무보조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Table 4. Dental hygienist awareness                                                                                            (N=214)

Characteristics Division N Professional image
Mean±SD t/F  p*

Experience having heard of dental 
hygienist as a job

Yes 196 3.56±0.61 0.212 0.644
No 18 3.52±0.51

Curriculum High school 6 3.66±0.51b 2.895 0.023
College (3 years) 170 3.59±0.62b

Four-year university 26 3.69±0.47b

Nursing assistant academy 2 2.25±0.00a

Others 10 3.45±0.47b

Dental hygienist license examination 
host

Stat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176 3.59±0.62 0.351 0.843

Large local governments 
(city, province) 10 3.77±0.50

Basic self-governing body 
(city, county, ward) 6 3.50±0.69

Nursing academy 6 3.58±0.45
I don’t know 16 3.50±0.48a

Status in medical law Medical person 42 3.93±0.57b 8.923 ＜0.001
Medical engineer 74 3.68±0.55ab

Medical assistant 74 3.31±0.60a

Similar medical person 10 3.55±0.50ab

I don’t know 14 3.58±0.40ab

How to distinguish a dental hygienist Look at your clothes 
(nameplate, gown) 78 3.53±0.56 2.182 0.072

Watching the work done 106 3.62±0.64
Hear the title someone calls 4 4.31±0.36
Dental hygienist introduces 
himself 18 3.58±0.59

Others 8 3.31±0.42
Dental hygienist  title Teacher 148 3.60±0.60ab 3.637 0.007

Nurse 32 3.60±0.66ab

Dental hygienist 14 3.94±0.44b

Sister or lady 6 3.54±0.35ab

Others (name, alias, etc.) 14 3.10±0.43a

Medical services received from a 
dental hygienist

Oral health education 46 3.66±0.57 1.201 0.310
Preventive work 148 3.60±0.65
Dentist's work assistance 106 3.42±0.56
Oral radiography 28 4.12±0.00
Consultation on treatment 38 3.75±0.38
Others 10 3.62±0.48

a,bdenotes the same sub group by Scheffe's test
*by t-test or on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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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인식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인 이미지 차이는 <Table 4>와 같이 교육과정, 의료법상 
위치, 호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과정에서 4년제 대학교가 3.69점으로 높고, 간호조무사 학원은 
2.25점으로 가장 낮았다(p<0.05). 사후분석 결과, 고등학교, 전문대학(3년제), 4년제 대학교는 간호조무사학
원과 차이를 보였다. 의료법상 위치에서는 의료인이 3.93점으로 가장 높고, 의료보조원 3.31점으로 가장 낮았
다(p<0.001). 사후분석 결과, 의료인이 의료보조원과 차이를 보였다. 호칭에서는 치과위생사에서 3.94점으로 
가장 높고, 기타(성명, 별칭)에서 3.10점으로 가장 낮았으며(p<0.01), 사후분석 결과 치과위생사는 기타(성명, 
별칭)과 차이를 보였다.

5.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인 이미지 관련요인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인 이미지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 학력, 직종, 치과위생사의 치과방문 목

적, 치과위생사의 교육과정, 의료법상 위치, 호칭을 가변수 처리한 후 독립변수로 하고,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업인 이미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적합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01), 모형설명력은 31.4%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전
문직업인 이미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의료법상 위치가 의료보조원(β=-0.26), 30~39세 연령(β=-
0.21), 대학원 이상(β=0.20)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예방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머지 변수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하는 치과위생사의 직업인식 및 전문적 이미지를 조사함으

로써 치과위생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전문적 이미지를 알리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일부 성인
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전문직업인 이미지의 관련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직업인식에서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들어본 경험은 91.6%로 나타났으며, 이
는 치과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최 등[11]의 연구에서는 69.8%, 신[10]의 내원환자 69.2%인 결과보다 높은 비
율로 치과위생사의 직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Factors affecting  professional image of dental hygienist
Division B SE β t p*

(Constant) 3.781 0.070  54.087 ＜0.001
Age=30~39 years -0.286 0.087 -0.205 -3.294 0.001
Age=50 years old or older -0.218 0.091 -0.153 -2.400 0.017
Purpose of visit=preventive care  0.196 0.074  0.162  2.657 0.008
Curricular=nursing assistant academy -0.915 0.374 -0.146 -2.445 0.015
Status in medical law=medical assistant -0.330 0.075 -0.260 -4.380 ＜0.001
Title=others (name, alias, etc.) -0.392 0.144 -0.160 -2.712 0.007
Education=graduate or higher  0.488 0.144  0.200  3.378 0.001
Occupation=professional -0.197 0.087 -0.136 -2.263 0.025
F=11.722(p＜0.001), R2=0.314, adjusted R2=0.287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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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교육과정은 전문대학(3년제) 및 4년제 대학교라고 응답한 수가 91.5%로 많았으며, 신[10] 연
구 83.6%, 이[8]의 연구의 73.5%,보다 높았으며, 최 등[11]의 연구에서는 91.6%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
과를 보였다. 이는 치위생과 증원 및 4년제 치위생학과 개설이 증가하여 치과위생사의 교육 연한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치과위생사 면허시험 주관은 국가(보건복지부장관)로 응답한 비율이 82.2%였으며, 신[10]의 연구에서는 
77.9%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 의료법상 위치는 의료기사 및 의료보조원으로 응답이 많았으
나, 신[10]의 연구에서는 의료보조원, 의료인 순으로 응답하여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아직도 구시대적인 
의료보조원이라는 잘못된 인식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정확한 치과위생사의 법적 위치를 알리기 위한 체계적
이고 공적인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과위생사의 구별은 하는 업무를 보고 치과위생사를 구별하고 있었으며(49.5%), 이는 이[8]의 연구에서 
49.6%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최 등[11]의 연구에서는 복장(가운, 명찰)을 보고(42.5%)가 가장 높아 다소
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2017년도 3월부터 의료인력의 명찰 의무 착용 등을 통한 치과위생사의 직업을 알
리는 방법이 되기는 하나, 일반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복장(명찰, 가운)보다 치과위생사들이 하는 업무를 보고 
판단하므로 치과위생사의 위치를 정립시키기 위해서 현실을 반영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를 확장하고, 보
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임상에서 수행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치과적 치료과정에 포함되는 행위이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며, 환자로부터 진료수가
에 근거하여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받는 행위로서 진료보조 업무가 아닌 진료행위로 고려할 수 있다[13].

치과위생사를 부르는 호칭은 선생님 69.2%, 간호사 15.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8]의 연구에서 36.1%가 
선생님, 간호사(26.2%) 순으로, 신[10]의 연구도 선생님(43.2%), 간호사(26.9%) 순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하지만 치과위생사라는 호칭은 많은 연구에서 아주 낮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대중매체에서도 치과위생사를 ‘간호사’로 불리우는 상황 등 치과위생사에 대한 직업인식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10].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명칭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8.3%로 나타났으나, 현재 어떠한 노
력도 하고 있지 않으니, 환자들에게 치과위생사라고 자연스럽게 불러지기 위해서는 먼저 치과위생사 스스로
도 호칭에 대한 정립과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사료된다[14]. 또한 병원에서 환자에게 명함 등을 활용한 
치과위생사 본인을 소개하는 역할의 강화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전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치과위생사에게 받아 본 서비스에는 예방업무(39.4%), 치과의사 업무보조(28.2%)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 
등[11]의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이것은 2013년부터 실시된 치석제거(Scaling) 건강보험 연 1회 급여화 사업으
로 인하여 치석제거(Scaling)의 기회가 많아진 것과 관련있어 보인다. 반면에 치과의사 보조업무, 치석제거
(Scaling) 및 방사선촬영, 구강보건교육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8,10]. 이것은 치과의사의 지
도하에 병원마다 치과위생사의 역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의 주된 업무인 예방업무도 점차적
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치과위생사의 임상 역할의 확대가 요구된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인 이미지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에서는 29세 이하와 
40~49세에서(p<0.01), 학력에서는 대학원(p<0.001)에서, 직업에서는 자영업(p<0.05)에서 높았다. 이는 이[8]
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비교적 높은 경우, 학생이 치과위생사에 관한 인식이 높았으며, 박 등[9]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과위생사의 인식이 낮은 결과로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요
인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전문적 이미지는 다양한 혼란변수의 개입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추후에 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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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방문경험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인 이미지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교정치료, 예방진료 목적 방
문 순으로 높았으며, 치주치료 목적이 가장 낮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p<0.01). 이는 치과치료를 받은 경
험이 1년 이내 일수록 치과위생사의 이미지가 높았으며[15,16], “직접 치과진료 경험을 통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에 따라 임상현장에서 치과위생사와의 잦은 접촉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러
한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임상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개개인이 치과 의
료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치위생직의 홍보매체가 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한 노력과 협
조가 더욱 절실함을 알 수 있었다[17]. 이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고시한 치과위생사의 법
적 업무가 가장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료를 받아 본 환자들이 치과위생사의 전문적 이미지를 높게 평가하
고 있다. 치과위생사가 전문인으로서 지속적이고 긍정적이고 높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자
기 개발과 함께 전문적인 진료업무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치과위생사의 직업인식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인 이미지 차이를 살펴본 결과, 치과위생사의 교육
과정에서는 4년제 대학교로(p<0.05), 의료법상 위치는 의료인, 치과위생사라고 호칭하는 경우에 가장 높은 치
과위생사 전문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p<0.01). 이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직업인식이 높을수록 전문직업
인 이미지도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치과위생사의 정보를 알리기 위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나 산하단체의 노력과 함께 치과위생사 개인의 노력과 책임감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수도권 일부 성인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한 단면조사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
며, 이에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과 치과위생사의 전문적 이미지의 관련요인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한 포괄적
인 변수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치과위생사의 전문적 이미지를 정립하고, 사회
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추후 여러 원인을 규명하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일부 성인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전문직업인 이미지의 관련 요인을 알아보고자 서울, 경기에 거

주하는 성인 2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인 이미지 분석결과 전체 평균은 3.59점으로, 긍정적 이미지 항목으로 ‘치과위생

사는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다’로 조사되었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인 이미지는 연령, 학력,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3. 치과방문경험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인 이미지는 교정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높았다.
4. 치과위생사의 인식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인 이미지 차이는 교육과정(4년제 대학교), 의료법상 

위치(의료인), 호칭(치과위생사)에서 가장 높았다.
5.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인 이미지 관련요인은 학력이 높을수록, 예방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긍

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정확한 치과위생사의 직업 인식과 올바른 전문적 업무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전문직업인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전문적 이미지를 정립하
기 위해서는 올바른 치과위생사의 직업 인식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는 지속되어야 하며, 우리 업무분야
의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인 확대 및 의료인화를 통한 역할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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