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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regarding career exploration to dental hygiene students. This study interviewed 15 senior 

dental hygienists (graduates of Y University Dental Hygiene program) who have worked in non-clinical fields for about three months from January 

14, 2014 to April 28.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pieces of information that the senior dental hygienists wanted to convey to dental hygiene 

students were as followed. Contrary to popular belief, clinical experience was also required in non-clinical fields as the importance of clinical 

experience was quite often and widely emphasized and applied in such fields. High academic excellence and clinical performance were expected 

of junior dental hygienists and the senior dental hygienists expressed their hope for their juniors to pioneer new fields and areas of work that a dental 

hygienist can do. Most of the senior dental hygienists pointed out that to develop technical tools for career exploration as early as possible, such 

as during undergraduate years and to think about which career path to take, whether it is clinical or academic were significantly important factors 

for desirable career outcom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undergraduate dental hygiene students should b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to consider and explore various career paths during their undergraduate years and to communicate with their seniors for hands-on 

experience-based advices. This would in turn broaden each student's perspective beyond their knowledge or thought about the professional filed 

of dental hygiene. It was found that the majority of the senior dental hygienists agreed that their clinical experience was the source of their 

self-competence as a dental hygienist. Our study could be utilized as a valuable resource for future dental hygienists who wish to work in non-clinical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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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3년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활동치과위생사(비활동

회원 42,733명을 제외한) 회원은 총 19,213명으로 이들은 

치과의원에서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14,400명, 총 회원 수 대비 23.25%, 활동치과위생사 회

원 수 대비 74.95%), 치과병원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에 근

무하는 치과위생사는 1,617명(총 회원수 대비 2.61%, 활동

치과위생사 회원수 대비 8.42%)이었다1)
. 이는 활동치과위

생사 중 치과임상(대학 부속병원, 치과대학 부속병원, 종합

병원, 치과의원,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약 

87.24%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는 국가면허를 취득한 구강보건전문가로서, 



J Dent Hyg Sci Vol. 15, No. 2, 2015

154

구강질환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임상가, 교육자, 대상

자의 중재자, 관리자, 변화의 주도자, 연구자의 역할을 통합

적으로 수행한다2)
. 그런데 주로 치과임상가의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은 다른 분야에 비해 치과임상의 시장이 

넓기 때문이기도 하다. 치과위생사가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그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치위생과 관련된 여

러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81개 대학의 치위생(학)과에서 매년 약 4천 명 이상

의 신규 치과위생사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들은 학교의 교

육목표 및 특성, 교육기간 등에 따라 졸업 후 진로지도가 이

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졸업 후 ‘치과대학병원 및 종합병

원 치과’와 ‘치과병원’(약 70%)이나 ‘치과의원’(약 27%)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이유가 학사

학위 과정의 학생들은 ‘장래의 발전 가능성’(31.5%), ‘정년

까지 안정적으로 근무기간 보장’(17.0%), ‘급여’(12.0%)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학사학위 과정은 ‘정년까지 안정적으

로 근무기간 보장’(20.9%), ‘전문성’(19.9%), ‘장래의 발전 

가능성’(18.4%) 순이었다3)
. 치위생(학)과 학생들(이하 학

생들)은 졸업 후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장래성’

과 ‘안정성’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졸업 후 직장을 선택할 때 자기 자신의 

결정에 따르는 경우(211명, 41.1%), 전공학과 교수에게 조

언을 구하는 경우(95명, 18.5%),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77명, 15.0%) 순으로 나타나4)
, 이들이 학교생활 중에 

치과위생사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 행해진 관련연구들은 학생들의 진로계획

과 직업관3-6)
 등에 대한 연구만이 대부분이어서 치과임상 이

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에 대한 현황을 파

악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는 데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치과임상 이외

의 분야에 진출한 치과위생사들의 발자취를 들여다 볼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치과임상 이외의 분야에 진출한 

치과위생사들이 학생들에게 치과임상가로서의 경험이 이

후의 진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데 있었다. 이를 통해 치과임상 이외의 진로를 생각하는 학

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는 데 있어 먼저 걸어간 선배

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졸업 이후의 진출방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모집단 전수를 대상으로 1차로 모집

단틀(sample frame)을 구축하였고, 2차로 비확률표본추출

방법 중 의도표집(purposing positive sampling)으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13년 현재 Y대학교 동문회 전수(841명)

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틀은 제외기준(비취업자, 치과

임상가 등)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고, 연구목적에 따라 

치과임상 이외의 분야에 진출한 대상자(약 100여명)의 리스

트를 확보하여 구축하였다. 이들에게 일일이 전화와 이메일

을 통하여 연락을 취하였고, 이 연구의 목적과 참여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와 녹음이나 영상녹화 등 

근거기록에 동의한 대상자 15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

다. 이는 총 모집단 841명 중 1.7%에 해당하며, 표적집단의 

15%에 해당하였다. 연구대상자는 14개의 기관에서 현재 종

사하고 있는 15명으로 기업체 3명, 대학교직 3명, 건강증진

센터 2명, 정부출연기관 등 공직 5명, 관련 협회 및 단체 2명

이었다. 

2.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이 연구는 질적연구를 기반으로 설계하였고, 심층면담을 

하였던 내용을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연구과정은 설문과 심

층면담 그리고 내용분석의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다섯 명의 

연구자를 두 개 조로 나누어 면접자와 피면접자로서의 역할

과 면접결과의 내용을 분석하는 등의 일련의 연구진행과정

을 재현하는 교육훈련을 거쳤다 연구자가 수행한 예비면접

과 예비내용분석 결과의 일치도(92%)를 확인한 후 본 조사

에 착수하였다.  

설문과 심층면담은 연구자 두 명씩 짝을 이루어 진행하였

다. 면담은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하여, 모든 면담자의 면담 

분위기가 비슷하도록 조성하였고, 비교적 안정적이고 편안

한 환경에서 진행하였다. 설문과 심층면담은 2014년 1월 14

일부터 4월 2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하였고, 연구대상

자마다 1회씩 면담하였으며, 그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

도 소요되었다. 연구대상자가 사전에 동의한 방법으로 면담

과정과 면담내용을 기록하였다. 기록은 녹음이나 동영상 촬

영, 사진 촬영, 그리고 문서에 내용을 써놓는 방법으로 하였다.  

설문은 폐쇄형 설문법(closed ended question)과 개방형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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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open ended question)을 혼용하였고, 면담은 표준화면

담(standardized interview)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시에는 간단한 사전 설문을 먼저 하였고, 설문내용

은 심층면담 때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을 기반으로 면담 전에 

미리 진술할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돕는 목적으로 하였다. 

심층 면담한 내용은 현재 연구대상자가 재직하고 있는 기

관에 재직하게 된 계기나 목적, 필요한 자격요건, 현재 그 기

관의 장점 그리고 학생들에게 치과임상 이외 다양한 진로모

색을 위해 들려주고 싶은 조언 등으로 구성하였다. 

2) 자료 분석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3단계의 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

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다섯 명의 연구자 모두 각자 독

립된 공간에서 각각 녹음된 내용을 듣고 15명의 인터뷰 대

상자가 진술하고 있는 유의미한 내용을 한글파일에 기록하

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섯 명의 연구자가 유의미하다

고 기록하여 표시한 내용 중 공통되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분류하고 통합하였다. 그 과정을 통해 인터뷰 대상

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재분석하였고, 다섯 명의 연구

원이 여섯 차례의 회의를 거쳐 토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정리하였다.  

최종적으로, 두 명의 연구자는 감독관(supervisor) 역할을 

담당하여 도출된 결과 진술들이 실제 녹음파일에서 유래된 

것인지 확인하였고, 인터뷰 대상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개

별적인 메시지와 공통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여 첨삭하였

다. 

결  과

1. 학생들에게 전하는 치과임상 경험의 중요성

치과임상 이외 분야에 진출한 치과위생사들이 학생들에

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치과임상 이외의 분야에서 활동하

기 위한 치과임상경험의 중요성’이었다.   

관련 협회 및 단체(N)와 대학교직(D) 그리고 기업체(A와 

C)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의견: “졸업 후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5년 정도는 치과임상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 보라”

고 조언하였다. 

“치과위생사 중에서도 교정, 임플란트, 보철 등 치과임상

에서 각자 전문적으로 나눌 수 있다. 5년이라면 치과임상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치과에서 임

상실무 경험을 쌓다 보면 행정, 인사관리, 진료협조 등을 포

괄적으로 다 잘 해낼 수 있는데, 이러한 경력을 갖춘 인재를 

대기업 등에서 원하고 있다. 특히 치과임상에서 행정과 인

사관리 업무는 경력 없이 이론만 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다……. (중략)

치과임상에서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와 보호자를 대하면

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한 것이 산 경험이 되어 ‘사람’을 이

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본인이 치과임상가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

다면 적어도 1~2년 정도는 치과임상경험이 있어야 진출했

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도 치과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성공할 

것이다.”

기업체(B), 건강증진센터(G, H), 정부출연기관 등 공직

(I, J, M)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의견: “졸업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한정 짓지 않기를 바란다. 졸업 전에는 자신이 

아직 무엇을 잘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렇다면 치과

임상을 경험해 보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그 이유는 치과위

생사로서 도약을 위해서는 치과임상경험은 필수이기 때문

이다. 치과임상경험이 없다면 자신이 가진 면허, 진가는 빛

을 발하지 못할 것이다.” 

대학교직(E), 건강증진센터(H)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의 의견: “학생들의 졸업 후 활동하는 분야가 제각기 다 다

를지라도 기본적으로 치과임상은 알아야 한다. 학업과정 중

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치과임상을 경험하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생기고 그것들을 잘 배우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치과임상경험을 

위한 나의 직장선택에 있어서는 급여보다는 진료마인드를 

보고 선택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정직하고 올바른 진료를 

하는 곳에서 치과임상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체(B), 대학교직(F), 정부출연기관 등 공직(K, L), 관

련 협회 및 단체(O)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의견: “본인

은 치과임상이 싫어서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 공부를 시작했

지만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사

람이라면 치과임상을 버릴 수는 없는 것 같다. 치과임상에 

대해 알고 있었을 때 치과위생사로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

든지 자신감이 있게 된다.”

15명의 치과위생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14개의 기관 중 

취업을 위해서 자격요건으로 치과임상경험이 필요한 곳이 

10개의 기관(기업체, 대학교직, 정부출연기관 등 공직, 관련 

협회 및 단체)이었다. 1년 이상이 세 곳, 2년 이상이 두 곳, 

10년 이상이 두 곳, 채용에 따라 다른 곳이 한 곳, 기재하지 

않은 곳이 두 곳이었다. 이에 따라 치과임상경험은 치과임

상 이외의 분야 진출을 하기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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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과위생사들이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조언

치과임상경험 외에도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의미 있는 

한마디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관련 협회 및 단체(O), 대학교직(E), 기업체(C)에 근무하

는 치과위생사의 조언: “윤리성을 갖춘 치과위생사가 되었

으면 좋겠다. 환자를 인센티브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

라……. (중략) 치과임상 과정 자체를 자신이 만족하고 성

취감을 느끼면서 윤리성이 왜곡되지 않은 치과위생사가 되

었으면 좋겠다. 요즘 졸업을 앞둔 학생들 중 자신에 대한 자

존감이 높은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공동체 내에서 배려하며 잘 

화합해야 한다. 공동체에서 화합이 되어야 오히려 자신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체(A), 건강증진센터(H), 정부출연기관 등 공직(L)

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조언: “취업은 졸업을 바로 앞 둔 

시기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중략) 학생들은 치과임

상실습을 한번 겪어본 후에 취업을 바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첫 치과임상실습이 시작되는 그때부

터 고민해 보는 것이 적당하다. 그렇다고 모든 학생들에게 

평생 치과임상에 종사하라고 하는 뜻은 아니다. 개척하지 

않은 분야도 개척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생들이 개척을 해

서 길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생각을 바꿔서 조금 더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라.” 

정부출연기관 등 공직(J, M), 대학교직(D)에 근무하는 치

과위생사의 조언: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존재감은 남이 느낄 때 그게 발휘가 되는 것이지 내가 설

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중략) 열심히 학업에 정진

하고 대외적으로도 유익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상당히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다. 그리고 사회에 나오

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올 필요가 있

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치과위생사의 처우가 미

국이나 캐나다만큼 좋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한 만큼 과연 

사회에서 동등하게 인정해주는 분위기인가 라는 것이 굉장

히 중요하고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기업체(B), 건강증진센터(G), 정부출연기관 등 공직(I)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조언: “아직 20대 초반은 충분히 도

전할 수 있을 만큼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나이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지 충분히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나이니까 

……. (중략) 다양한 것을 경험해보고 도전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하고, 안 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도전을 많이 

해보라고 하고 싶다.”

대학교직(F), 정부출연기관 등 공직(K), 관련 협회 및 단

체(N)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조언: “외국에서 치과위생

사로서 경험을 쌓는 것도 추천한다. 외국의 치과위생사와 

한국의 치과위생사와 다른 점을 피부로 느끼고 와라……! 

(중략) 현재 한국에는 82개의 치위생(학)과 존재하고 약 5천

명의 졸업생이 매년 배출되는데 자신의 차별적인 역량을 갖

추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 해야 하고 특히 일상적인 회화가 

가능해야 한다……. (중략) 외국에 나가서도 기본적인 영어

가 되어야 한다. 영어는 정말 기본이다! 진료보조 업무는 누

구나 할 수 있다. 남들과 다른 능력을 키워라.”

심층면담에 참여한 치과위생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기대

감이 컸으며, 아직은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처우가 열

악함을 인지하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키워서 치위생

계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고 조언하였다. 

고  찰

치위생 교육과정은 치과임상 실습교육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여 학생들이 면허 취득 후 치과임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줄 수 있어야 한다7)
. 그러나 임

상 이외의 분야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과 경

험을 길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근거는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 

학생들은 졸업 후 ‘정년까지’ 치과위생사로서 활동하기

를 원하며, 장래 발전 가능성과 안정적인 근무가 보장되기

를 원하였다3)
. 실제로 치과임상에서 치과위생사가 가장 많

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진료협조업무였으나8)
. 치과위생

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업무는 경영관리지원이었다9)
. 

이러한 치과임상 업무의 현실적 괴리가 직무만족10)이나 이

직11)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하

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임상 이외의 분야에 먼저 관심을 갖

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학생들은 취업 시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중요하게 생각하

는 세대이다12)
. 이에 이들을 위한 심층적인 진로 교육 및 진

로상담이 필요하며13)
, 진로방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오프라인 상담, 온라인 관련 매체 등이 마련되어야 한

다14)
.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학생들에게 생소한 치과임상 이외의 

분야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분야에 진출한 치과위생

사들을 추적하여 치과임상 이외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의 생생한 조언을 담아낸 결과였다. 

치과위생사들은 심층면담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의미있는 조언을 들려주었다. 현재 치과임상 이외의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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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과거에 치과임상경력을 가

지고 있었으며, 그 치과임상경험을 통해 현재의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들의 치과임상경력 기간은 1

년 이하부터 10년 이상까지였다. 치과위생사 고유의 치과임

상 업무에 대해 능숙하게 익히려면 최소 2년 이상의 치과임

상경력을 쌓을 것을 추천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치과위생들이 근무하는 14곳 중에서 11곳

에서 채용자격요건으로 치과임상경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기간은 2년 이상을 요구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으나, 10년 

이상의 치과임상경력자를 모집하는 곳도 있었다. 치과임상

경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치과임상 현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경험적으로 파악해야 치과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실제로 치과임상경험이 없는 동료 

직원의 경우 업무수행 시 치과임상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

에 겪는 불편함이 많다고 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치과위생사들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선배 또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정보를 

구하게 되었다는 경우가 많았다. 치과임상 이외의 분야는 

모집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라

도 인맥을 통해 ‘추천’이나 ‘소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

다고 하였다. 채용방식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다양하

게 구성되지만 공개채용이라고 하더라도 게시되는 시기와 

사이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공고를 접하기 어려워 지원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치과위생사들은 학생

들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정하였다면 주변 선배들이

나 교수님들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보를 도

움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채용 시 학교 성적에 비중을 두는 것보

다는 다른 역량을 더 가치있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

었다. 성적보다는 영어실력과 인성 그리고 태도가 중요하다

고 하였다. 기관에 따라서는 공인인증영어성적 역시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였다. 기관에서 요구하는 학

교성적의 최소기준만 갖추어 서류심사를 통과한다면, 최종

적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면접과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치르는 시험결과라고 하였다. 특히 공인영어성적의 경우 수

치화된 영어실력이 아닌 실제 영어회화실력을 보는 곳이 많

고, 영어점수는 그냥 참고용일 뿐이어서 기관에서 원하는 

최소 점수만 획득한 후에는 실용영어회화를 준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와 의의가 있었다. 첫

째, 전수조사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가 모집

단의 1.7%에 불과하였다. 치과임상 이외의 분야에 종사하

는 치과위생사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한 숫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치과임상이외에 분야에 진출한 표본틀 전체의 

수가 적은 편이다. 그 점을 감안한다면 치과임상 이외의 분

야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를 대표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는 Y대학교 동창회 명부를 바

탕으로 표본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일개 학교를 졸업한 치과

위생사의 의견만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연구대상자가 학

생에게 들려주고 싶은 조언을 듣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주는 조언보다 구체

적이고 명확한 내용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기존에 학생들이 접할 수 

없었던 임상 이외의 분야에 진출한 치과위생사들의 경험적 

조언을 질적 연구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또한 연구자들이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

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한 다

음과 같은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

다. 첫째, 심층면담 시에는 대상자마다 인터뷰 내용을 통일

하기 위해 사전 설문지 및 인터뷰지를 작성하였고, 연구자

들끼리 인터뷰 항목에 대해 표준화하였다. 둘째, 본격적인 

면접을 진행하기에 앞서서는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도와주었고, 녹취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

었으며 면담 대상자들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였다. 셋

째, 몇 명의 연구대상자로부터는 녹취에 대해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은 학교 재학시절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로에 대해 탐색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교수님이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 그리고 치과임상실습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치과임상 이외의 진

로에 뜻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 2년 이상의 치과임상경

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학생들은 치과임상 이외의 분야에 진출한 치과위생

사들의 조언을 발판으로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

하길 바라며, 추후에는 치과임상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정년까지’ 재직하고 있는 임상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그들

이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조언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요  약

이 연구는 치과임상 이외의 분야에 진출한 치과위생사들

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졸업을 앞둔 치위생(학)과 학

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조언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

리할 수 있었다. 치과임상 이외의 분야에 진출한 치과위생

사들은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가 치과임상에 국한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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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치과임상 이외의 분야로 진출하더라도 치과임상 경험은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주었다. 왜냐하면 치

과위생사로서의 치과임상적인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야 우

리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 진로를 결정할 시기는 졸업을 앞두고 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치과임상실습을 경험한 후 충분한 시간을 가

지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길을 생각해 보길 권하였

다. 학교 ‘성적’보다는 자신의 ‘적성’을 찾고, 올바른 ‘인성’

을 길러서 실제 현장에서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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