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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JKSDH) an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dental hygiene research and 
recomme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Methods: A total of 315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16 to 2018 were reviewed using analysis criteria. Results: The number of grant research and 
experimental studies during 2016-2018 was higher than that before 2015. Quantitative studies 
were dominant and oral health was the most common research topics. The number of published 
papers, the proportion of reported reliability of instrument studies, reported ethical consideration 
and studies that described criteria for sample size had increased. The most common sampling of 
quantitative studies were convenient sampling and questionnaire and big data of data collection 
methods were the most. Conclusions: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recent trends in 
dental hygiene research and the direction of dental hygiene research and will improve the quality 
of papers and promote the reputation of JKSDH as an internation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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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학술지의 발행은 학회의 대표적인 연구 활동이다[1]. 그래서 많은 학회들은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공유 및 확산하고, 학회의 정체성이나 미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2]. 이러한 학회
의 관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담당한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학술지 평가에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인용지수로 국내 학술단체가 발행하는 학
술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국내학술지 및 발행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3]. 국내 학
술지는 2020년 9월 기준으로 5,807종이며, 이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는 총 2,516종이다. 한국치위
생학회지는 의약학 분야의 등재학술지 304종 중 하나이며[3], 치위생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교류의 장으로
서 연간 치의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4].

한국치위생학회에 발표되는 대부분의 논문은 구강건강 예방과 교육의 두 가지 수단을 통해 대상자의 행동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치의학, 생물학, 교육학 등의 다양한 지식을 배경으로 수행된 복합적인 결과물임을 
알 수 있으며, 사회과학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제고
하기 위한 원리와 방법을 다루고 있어서 치위생 중재와 구강병 예방 및 진단에 필요한 각종 실험 연구와 정부
나 유관기관과의 협력적인 연구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치위생학회지에 게재되고 있는 논문들
은 국민구강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 다양한 정책입안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4].

한국치위생학회지는 2008년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011년 한국연구재단등재지로 선정
되었고, 2019년 기준으로 KCI 인용지수(Impact Factor, IF) 0.98로 치의학 분야에서 1순위를 차지하였다[5]. 
또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시행하는 학술지 발행 지원 사업에 매년 선정되어 전문학술지로서 거
듭나고 있으며 학문적 가치와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4]. 이 외에 2013년 13권 3호지부터 이후 게재되는 모든 
논문에 디지털객체식별자(Digital Object Identifier, DOI) ID 발급, 2014년부터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운영, 
2016년부터 논문심사·편집위원 워크숍 개최, 2015년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등록, 2019년 DOAJ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 등재 등으로 논문의 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 2020년에는 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에서 시행하는 학술지 발행 지원 사업과 학술 대회 지원 사업에 같이 선정되었고, 하계학술대
회를 e-Conference로 개최하여 치위생학계의 활발한 학술교류의 장을 제공하였다[6].

이와 같은 학회 차원의 노력이 학회지의 질적 제고에 상당부분 기여하였으나, 국제적인 학술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논문의 질적 제고를 위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7] 체계적인 연구방법의 
구축과 발전적인 지식체를 개발하기 위한 선행연구 논문들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8]. 일부 학문의 영
역에서는 특정 주제나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학회지의 발전방향 모색 및 연구 방향
의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고[9], 각 학문의 독창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치위생학의 연구동향 및 
연구개념을 파악한 연구[4,10-12]가 일부 시도되어 왔으나 2015년 이후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치위생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다각적
으로 분석하여 향후 치위생학 분야의 연구 방향을 모색해 보고, 치위생학의 독창성이 부각될 수 있는 우수한 
논문이 게재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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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도구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은 2016년 1호부터 2018년 6호까지 한국치위생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논문 315편이

다<Table 1>. 본 연구의 도구는 선행연구[11]에 제시된 분석기준을 기준으로 하였고, 표본 수 산출크기와 연
구 도구 관련 특성(도구의 신뢰도, 도구의 타당도, 도구 허가사항)을 보완하여 객관화된 분석틀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 논문들의 분석틀에 포함된 항목은 논문 및 연구의 유형과 연구주제, 연구자(연구자수, 제1저
자)와 연구대상자 관련 특성(윤리적 고려, 표본 수 산정기준), 연구도구와 실험중재방법 관련 특성, 자료수집
과 분석방법 관련 특성의 4개 범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2. 분석 방법
한국치위생학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게재된 한국치위생학회 게재논문을 2019년 

12월 5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 수집하여 코딩지침에 따라 엑셀 파일에 각 논문별로 정리하여 범주화시
켰다. IBM SPSS 23.0 (IBM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범주화한 자료를 빈도와 백
분율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논문 유형, 연구 유형과 연구주제
논문 유형은 연구비수혜논문이 35.2%, 일반논문이 61.6%이었다. 연구유형은 상관성연구가 53.9%, 서술

연구가 29.8%이었고, 실험연구는 13.3%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의 종류는 구강건강문제가 43.5%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전문직을 다룬 주제가 33.0%이었다<Table 2>.

2.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특성
연구자 수는 3-5인인 경우가 34.9%로 가장 많았고 제1저자의 직위는 교수가 70.3%이었다. 연구대상은 성

인이 49.8%로 가장 많았고 복합적인 경우가 30.1%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윤리적인 고려를 위한 기
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을 받은 연구는 2016년 43.9%이었으나, 2018년에
는 86.7%로 증가하였다. 표본 수 산출크기의 경우는 제시한 논문은 2016년에는 28.9%이었고, 2018년에는 
91.5%이었다<Table 3>.

Table 1. Current state by publication year in JKSDH
Publication year N(%)
2016 119( 37.8)
2017 103( 32.7)
2018  93( 29.5)
Total 3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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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와 실험중재 특성
연구 진행 시 사용하는 도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시한 연구논문은 각각 84.6%, 17.2%이었고, 도구

의 허가사항은 해당 논문이 0.5%이었다. 또한 실험 연구 총 42편을 대상으로 적용한 중재내용을 분석한 결과, 
각종 생약추출물 연구와 치약 및 양치액, 음료 관련 연구가 28.6%이었고, 다음으로 구강건강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23.8%이었다. 그 외 미생물 16.7%, 치과재료 14.3%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2. Analysis of manuscript type, research type and research topics of published paper by year    Unit: N(%)
Characteristics Division 2016 2017 2018 Total
Manuscript type Grant 40(33.6) 40(38.8) 31(33.3) 111(35.2)

Research papers 77(64.7) 59(57.3) 58(62.4) 194(61.6)
Theses 2( 1.7) 4( 3.9) 4( 4.3) 10( 3.2)

Research type
Survey 104(87.4) 82(79.6) 78(83.9) 264(83.7)
 Narrative study 69(58.0) 7( 6.8) 18(19.4) 94(29.8)
 Correlation study 35(29.4) 75(72.8) 60(64.5) 170(53.9)
Experimental design 12(10.1) 19(18.5) 11(11.8) 42(13.3)
 Pre experimental design 5( 4.2) 8( 7.8) 7( 7.5) 20( 6.3)
 Quasi experimental design 7( 5.9) 11(10.7) 4( 4.3) 22( 7.0)
Others 3( 2.5) 2( 1.9) 4( 4.4) 9( 2.9)

Research topics Oral health 49(41.2) 48(46.6) 40(43.0) 137(43.5)
Healthcare utilization 8( 6.7) 8( 7.8) 7( 7.5) 23( 7.3)
Dental material 5( 4.2) 7( 6.8) 4( 4.3) 16( 5.1)
Profession 34(28.6) 35(34.0) 35(37.6) 104(33.0)
Others 23(19.3) 5( 4.9) 7( 7.5) 35(11.1)

Table 3. Analysis of researchers and research participants of published paper by year                       Unit: N(%)
Characteristics Division 2016 2017 2018 Total
Number of researchers 1  24(20.2) 20(19.4) 18(19.4) 62(19.7)

2 36(30.3) 29(28.2) 32(34.4) 97(30.8)
3-5 47(39.5) 32(31.1) 31(33.3) 110(34.9)
6≤ 12(10.1) 22(21.4) 12(12.9) 46(14.6)

Principal researchers Professor 77(67.0) 69(68.3) 67(77.0) 213(70.3)
Graduate students 38(33.0) 32(31.7) 20(23.0) 90(29.7)

Research participants Children 5( 4.5) 0( 0.0) 2( 2.4) 7( 2.5)
Adolescents 8( 7.2) 8( 9.5) 8( 9.5) 24( 8.6)
Adults 50(45.0) 35(41.7) 54(64.3) 139(49.8)
Elderly 10( 9.6) 8( 9.5) 7( 8.3) 25( 9.0)
Combination 38(34.2) 33(39.3) 13(15.5) 84(30.1)

Ethical consideration IRB approval 47(43.9) 69(74.2) 72(86.7) 188(66.4)
IRB exemption  5( 4.7)  1( 1.1) 2( 2.4) 8( 2.8)
IRB disapproval 55(51.4) 23(24.7) 9(10.8) 87(30.7)

Criteria for sample size Description 28(28.9) 50(53.2) 54(91.5) 132(52.8)
Not description 69(71.1) 44(46.8) 5( 8.5) 118(47.2)

Non applicable cases excluded,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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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of related scale and intervention of published papers
Characteristics Division N(%)
Reliability of instrument Reported 170(84.6)
Validity of instrument Reported 35(17.2)
Permission for instrument use Reported 1( 0.5)
Intervention of research Dental material 6(14.3)

Herbal medicine extract, toothpaste, mouth rinse, drink 11(28.6)
Fluoride 3( 7.1)
Microorganism 7(16.7)
Activation of program 10(23.8)
Scaling position, scaler 3( 7.1)
Malocclusion surgery 1( 2.4)

Non applicable cases excluded

Table 5. Analysis of related collected data and data analysis method of published paper by year     Unit: N(%)
Characteristics Division 2016 2017 2018 Total
Sampling Probability sampling

  Random sampling 1( 0.8) 2( 1.9) 0( 0.0) 3( 1.0)
  Stratified sampling 7( 5.9) 5( 4.9) 10(10.8) 22( 7.0)
  Cluster sampling 12(10.1) 10( 9.7) 11(11.8) 33(10.5)
  Subtotal 20(16.8) 17(16.5) 21(22.6) 58(18.5)
Non-probability sampling
  Convenient sampling 92(77.3) 71(68.9) 60(64.5) 223(70.8)
  Others 4( 3.4) 10( 9.7) 8( 8.6) 22(7.0)

Place of searching School 45(37.8) 38(36.9) 21(22.6) 104(33.0)
information Dental Institution 36(30.3) 33(32.0) 28(30.1) 97(30.8)

Community 35(29.4) 25(24.3) 35(37.6) 95(30.2)
Combination 3( 2.5) 7( 6.8) 9( 9.7) 19( 6.0)

Data collection Questionnaire 72(60.5) 63(61.2) 52(55.9) 187(59.4)
method Interview 4( 3.4) 3( 2.9) 3( 3.2) 10( 3.2)

Big data 17(14.3) 18(17.5) 21(22.6) 56(17.8)
Experiment 8( 6.7) 13(12.6) 7( 7.5) 28( 8.9)
Combination 14(11.8) 3( 2.9) 1( 1.1) 18( 5.7)
Others 4( 3.3) 3( 2.9) 9( 9.7) 16( 5.0)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75(63.0) 99(96.1) 54(58.1) 228(72.4)
method* Parametric statistics

  Chi square 41(34.5) 34(33.0) 28(30.1) 103(32.7)
  T-test 59(49.6) 53(51.5) 44(47.3) 156(49.5)
  ANOVA 61(51.3) 56(54.4) 48(51.6) 165(52.4)
  Correlation 39(32.8) 36(35.0) 28(30.1) 103(32.7)
  Regression 44(37.0) 37(35.9) 36(38.7) 117(37.1)
  Logistic regression 23(19.3) 20(19.4) 19(20.4) 62(19.7)
  SEM, path analysis  3( 2.5)  0( 0.0)  4( 4.3)  7( 2.2)
Non parametric statistics 11( 9.2)  5( 4.9)  4( 4.3) 20( 6.3)
Others  5( 4.2) 10( 9.7) 13(14.0) 28( 8.9)

Non applicable cases excluded , *duplicate check,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 

4.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관련 특성
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인 편의추출법이 70.8%이었고, 확률추출방법은 18.5%이었다. 자료 

수집 장소는 학교가 33.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치과 의료기관 30.8%, 지역사회 30.2% 순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설문지가 59.4%이었고, 빅데이터 활용이 17.8%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에서는 72.4%의 논
문에서 기술통계량을 사용하였고, ANOVA 52.4%, t-test 49.5% 순으로 나타났다. 비모수검정의 경우는 6.3%
이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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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한국치위생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치위생학회지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게재된 총 315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치위생학의 최근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치위생학 분야의 연구 방향을 모색해 보고, 발
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비 수혜논문은 35.2%이었고, 창간호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게재 논문의 분석결과 23.7%[4]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이는 연구비 지원 기관에서 연구비 수혜 논문에 대해 연구성과물을 공신
력 있는 우수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연구실적 평가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유형에서는 조사연구가 전체의 264편(83.7%)으로 창간호부터 15년간의 연구에서 864편(87.1%)보다
는 낮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조사연구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며, 치위생학 연구에서 사회과학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4]. 실험연구는 42편(13.3%)으로 지난 15년간의 연구에서의 93편(9.5%)보다 증
가하여 다른 학문 영역[13]에서와 같이 과학적으로 그 효과를 검증해내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질적 연구는 그 비중이 너무 낮아 질적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한 315편의 논문의 연구주제는 구강건강문제의 비중이 137편(43.5%)으로 가장 높았고, 선행 
연구[4]에서도 구강건강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논문의 저
자 키워드를 분석한 연구[12]에서 ’구강건강’의 저자 키워드가 선행 연구[4]와 비교하여 사용빈도의 순위가 증
가된 것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치위생학이 구강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행동관리와 예
방적 구강보건의료를 제공하는 학문이기 때문에[14]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관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구자 수는 6명 이상이 46편(14.6%)으로, 지난 15년간의 
연구[4]에서의 50편(5.0%)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최대 9명까지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연구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 경향[13]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1저자의 비율은 대학원생이 90편(29.7%)으로 지난 15년간의 연구[4]에서의 122편(12.3%)보다 
증가하였으며, 이는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의 증가로 이들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한 IRB 승인을 받은 연구는 188편(66.4%)으로 지난 15년간의 연
구[4]에서의 29편(2.9%)보다 훨씬 증가하였다. IRB 승인 연구의 증가는 연구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연구자의 책임이 강화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13]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 IRB 승인이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투고규정의 변화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논문에서 적절한 표본 크기의 설정은 연구결과의 
검정력을 입증하기 위해 필수적이다[15]. 표본 수 산출크기를 제시한 논문을 파악한 결과, 2018년에는 54편
(91.5%)으로 2016년에 비해 대부분의 논문에서 객관적으로 표본 수를 산출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로써 게재 논문의 질적 향상이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의 연구[4]에서는 해
당 항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대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연구자가 연구 수행 전에 
신청하는 IRB 심의에서, 연구대상자 수의 모호한 산출근거는 자주 지적이 되는 항목이므로, 2018년 IRB 승인
을 받은 연구의 증가가 표본 수 산출크기 제시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도구와 실험중재 관련 특성에서 연구도구의 타당도 제시논문(17.2%)이 신뢰도 제시논문(84.6%)에 비
해서 낮게 나타났다. 이 항목 역시 지난 15년간의 연구[4]에서는 해당 항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대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아동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고한 논
문이 각각 78.9%, 41.3%이었고[16], 간호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각각 80.1%, 42.1%이었다[17]. 
이 두 가지 선행 연구[16,17]는 모두 2010년 이전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
국치위생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타당도를 제시한 논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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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와 타당도는 과학적인 연구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다[18]. 따라서 간호학[17]에서와 같이 기존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한 내용타당도의 검증절차라도 거칠 수 있도록 도구에 대
한 타당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구의 개발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기
술한 논문은 1편(0.5%) 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한국치위생학회지의 논문심사 평가 항목에 도구사용에 대한 허락 여부를 평가하는 심사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실험연구에서 적용한 중재 내용을 보면 각종 생약추출물, 치약, 양치액, 음료 관
련 연구가 28.6%, 구강건강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이 23.8%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대상
자의 구강건강을 위해 행동을 변화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관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 표본 추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편의추출법
(70.8%)이었다. 편의추출법의 비중은 장 등[4]이 창간호부터 2015년까지의 논문을 분석한 연구에서 보고한 
85.6% 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지양해야 하며, 결과의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이다[16]. 자료 수집 장소는 학교와 치과 의료기관이 많았으며, 이는 기존 연구[4]와 일치한다. 자료 수집 방법
으로는 설문지가 59.4%로 기존 연구[4]에서보다 감소하였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17.8%로 국민건강
영양조사,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의 패널자료의 이용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치위생학의 연
구가 횡단적 연구보다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 근거에 기반한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밝
히는 연구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치위생학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수 심사자 확보
를 위한 노력으로, 매년 개최되는 논문심사·편집위원 워크숍에서 연구방법론에 대한 심사 기준을 제시하여 
심사자로 하여금 일관되면서도 엄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영어논문의 게재를 확대하고, 다
양한 국적의 심사자의 추가 구성이 요구된다. 셋째, 2019년 DOAJ 등재에 이어서, 투고자와 독자를 다국적으
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 등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비중이 너무 낮아서 적절한 세부 분석을 시행하지 못한 부분에 한계가 있으며, 창간
호부터 2015년까지의 논문을 분석한 틀[4]을 보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된 변수의 결과를 선행 
연구와의 비교고찰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실험연구의 중재내용에 따른 분석이 미흡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실험연구의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실험연구에 사용된 치위생중재와 치위생중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사용된 종속변수를 영역별로 범주화한 분석과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SIGN)에서 
제시하는 기준[17]에 의해 실험연구의 근거등급에 따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한국치위생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치위생학의 연구동향 파악 및 치위생학 연구 및 한

국치위생학회지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게재된 총 315
편의 논문이며,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결과를 얻었다.

1. 연구비 수혜논문(35.2%)과 실험연구(13.3%)의 수가 증가하였고, 질적 연구(2.9%)에 비해 양적 연구
(97.0%)의 수행이 많았으며, 연구주제의 종류로는 구강건강문제(43.5%)가 가장 많았다.

2. 질적인 측면인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제시한 논문(84.6%)과 IRB 승인을 받은 연구(66.4%), 표본 수 산출
크기를 제시한 논문(52.8%)이 많았다.

3. 표본 추출 방법에서 편의추출법(70.8%)이 가장 많았고,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설문지(59.4%)와 빅데이
터(17.8%)를 활용한 연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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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지난 3년 동안(2016년-2018년) 한국치위생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이전에 비해 많
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적인 학술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 데이터베이스 등재 등 
국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치위생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근거기
반 실무에 기반을 둔 임상시험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등의 연구수행을 장려하고, 질 높은 
연구 논문이 다수 게재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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