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SET-UP Session A 279

I. 서론

  치과위생사는 현재 의료기사에 속하는 직종으로, 치과
의사의 지도 하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1]. 하지만 의료기사 직종 중 유일
하게 의료인과 함께 진료실 내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직
종으로, 업무의 전문성, 의사-간호사 체계와 같은 치과의
사-치과위생사 체계 차용 등의 이유로 치과위생사를 의
료인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처럼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해 일부 임상치과위생사, 
의료 종사자,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견해는 조사된 바 
있으나, 실제 일반 국민과 유사한 비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
고,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
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일개 대
학의 문화산업경영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정보통신공학
과, 식품영양학과, 조리과, 조경학과, 인터넷콘텐츠학과 
등 비보건계열 대학생들 2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300명에게 배부하였고, 연구목적과 연구참여에 동의한 
265명의 응답을 회수하여 최종 연구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인 5종, 의료기사 

등 8종, 기타 수의사, 약사 등 10종 총 23개 직종 중 의료인
이라고 생각되는 직업을 중복선택하게 하고, 동시에 23
개 직종 중 처음 들어보는 직업도 중복선택하게 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연
구자가 임의로 설정하였으며, ‘찬성-치과위생사는 의료인
이어야 함’, ‘반대-보건의료직종을 의료인, 의료기사로 구
분하지 않아야 함’, ‘반대-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이어야 
함’, ‘잘 모르겠음’ 등 4개 중 택일하게 하였고, 각각 그 
이유[2]를 선택하게 하였다. 
  비보건계열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치과위생사
의 업무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 8개 
중 치과위생사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업무를 중복선택하
게 하였다.

3.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이 의료인
이라고 생각하는 직업, 처음 들어보는 직업, 치과위생사
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업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
에 대한 찬반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다. 프로그램은 PASW Statics 18.0을 이용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147명, 여성 112명, 무응답 
6명으로 나타났다. 학과는 문화산업경영학과 학생 74명, 
소프트웨어학과 학생 33명, 정보통신공학과 학생 83명, 
식품영양학과 학생 56명, 기타학과 학생 13명, 무응답 6
명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110명, 2학년 81명, 3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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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하였다.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은 의료인, 의료

기사의 구분에 대한 인식 수준,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고, 40%의 응답자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찬성

하였다. 치과위생사를 단순히 의료인으로 편입시키는 정책보다는 치과의료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한다거나 치과위생사 직업의 단

독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바람직한 체계가 무엇인지 다양한 시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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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1명, 4학년 27명, 무응답 6명으로 나타났다.

2. 의료인이라고 생각하는 직업과 처음 들어보는 
직업

  의사는 응답자 전원(100%)이 의료인이라고 생각하였
고, 실제 의료인 직종 중 의료인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비
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조산사였다. 의료기사 직종 중에
서 의료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물리
치료사였고, 치과위생사는 70.2%의 응답자가 의료인이라
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처음 들어보는 직업에 응
답률이 가장 높은 직업은 의무기록사(48.7%)였고, 치과
위생사를 처음 들어보는 직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4%
이었다[표1].  

표 1. 의료인이라고 생각하는 직업과 처음 들어보는 직업  

의료인
이라고 
생각됨

의료인이 
아니라고 
생각됨

처음 
들어보는 
직업임

들어본 
적 있는 
직업임

무
응
답

의사 265(100) - - 265(100) -

치과의사 263(99.2) 2(.8) - 265(100) -
한의사 244(92.1) 21(7.9) 1(.4) 264(99.6) -

수의사 241(90.9) 24(9.1) 3(1.1) 262(98.9) -
조산사 128(48.3) 137(51.7) 129(48.7) 135(50.9) 1(.4)

간호사 246(92.8) 19(7.2) 1(.4) 264(99.6) -

임상병리사 180(67.9) 85(32.1) 45(17.0) 220(83.0) -
방사선사 179(67.5) 86(32.5) 21(7.9) 244(92.1) -

물리치료사 227(85.7) 38(14.3) 2(.8) 263(99.2) -
작업치료사 189(71.3) 76(28.7) 22(8.3) 243(91.7) -

치과기공사 121(45.7) 144(54.3) 78(29.4) 187(70.6) -

치과위생사 186(70.2) 79(29.8) 25(9.4) 240(90.6) -
약사 214(80.8) 51(19.2) - 265(100) -

한약사 185(69.8) 80(30.2) 4(1.5) 261(98.5) -
의무기록사 79(29.8) 186(70.2) 129(48.7) 135(50.9) 1(.4)

안경사 75(28.3) 190(71.7) 45(17.0) 220(83.0) -
간호조무사 150(56.6) 115(43.4) 5(1.9) 260(98.1) -

안마사 57(21.5) 208(78.5) 32(12.1) 233(87.9) -

영양사 68(25.7) 197(74.3) 4(1.5) 261(98.5) -
응급구조사 191(72.1) 74(27.9) 5(1.9) 260(98.1) -

보건교육사 133(50.2) 132(49.8) 14(5.3) 251(94.7) -
요양보호사 112(42.3) 153(57.7) 18(6.8) 247(93.2) -

임상심리사 120(45.3) 145(54.7) 62(23.4) 203(76.6) -

n(%), 총 265명, 진한 글씨: 실제 의료인, 이탤릭체: 의료기사 등

3.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찬반의견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찬반의견은 찬성 40.0%, 반대 27.5%, 잘 모르겠음 
32.1%, 무응답 0.4%로 나타났다[표2]. 찬성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의료행위임’으
로 나타났고(31명, 27.4%), 의료인, 의료기사를 구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은 ‘업무에 따른 
법제도 필요’으로 나타났고(49명, 75.4%),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이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은 ‘실력 
부족’으로 나타났다(12명, 25.0%). 

표2.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찬반의견     총 265명

의견 n(%)

찬성-치과위생사는 의료인이어야 함 106(40.0)
반대-의료인, 의료기사로 구분하지 않아야 함 47(17.7)

반대-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이어야 함 26(9.8)
잘 모르겠음 85(32.1)

무응답 1(.4)

4.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인식 수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치과위생사
의 업무 중 가장 많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인식되는 업
무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로 나타났고, 가장 적게 치과위
생사의 업무로 인식되는 업무는 임시충전으로 나타났다
[표3]. 

표 3.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인식 수준       n(%), 총 265명

치과위생사
업무임

치과위생사
업무가 
아님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147(55.5) 118(44.5)
불소도포 154(58.1) 111(41.9)

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 138(52.1) 127(47.9)

임시 충전 47(17.7) 218(82.3)
임시 부착물 장착 136(51.3) 129(48.7)

부착물 제거 169(63.8) 96(36.2)
치석 등 침착물 제거 213(80.4) 52(19.6)

치아 본뜨기 160(60.4) 105(39.6)

Ⅳ. 고찰 및 결론

  과거에 비해 치과위생사의 직업 인식수준과 치석제거
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라는 인식도 향상된 편이다. 이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각종 언론매체, 지하철 광고, 각
종 캠페인 등을 통한 대국민홍보, 일반 임상치과위생사
들의 유튜브 채널 운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의 
효과로 사료된다.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은 의료인, 의료기
사의 구분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편입시켜달라는 주장보다는 미
국, 캐나다와 같이 치과의료와 관련된 법률(치과의사, 치
과위생사, 치과기공사, dental assistant 등)을 제정한다거
나 한국의 응급구조사, 약사와 같이 치과위생사 직업의 
단독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바
람직한 체계가 무엇인지 다양한 시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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