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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치위생학교육평가·인증체계 정립을 위한 학습성과기반 치위생 핵심역량을 파악하고자 치위생(학)과 전임교수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핵심역량별 세부영역에서 전문가적 행동 및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1영역)과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임상치위생과 임상치과업무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2영역)의 전체 점수가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의사소통 능력 정도(3영역)는 4.48점, 근거중심의 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정도(5영역)는 4.35점으로
나타났다. 핵심역량 세부영역들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직종간의 핵심역량 파악과 임상
실무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의 핵심역량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치위생학, 교육, 인증체계, 학습성과, 핵심역량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ore competency of dental hygiene based on learning 
outcomes for establishing an educational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dental hygiene. The 
sub-categories of core competencies, the overall score of professional behavior and ethical 
decision-making ability (category 1) and the ability to apply scientific and professional clinical hygiene 
and knowledge and skills of clinical dental work (category 2) was highest. and the level of 
communication skills (category 3) was 4.48 points, and the level of evidence-based integrated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skills (category 5) was 4.35 points. Furthermore, there was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the core competency sub-categories, and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ore competency 
between health care service occupations and to qualitatively study the core competency of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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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고등 교육기간의 사회적 책무성 증가와 고급인
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
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가 대학평가원인증제도로[1], ‘한
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4년제 평가를 담당하고, ‘한국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전문대학 평가를 맡고 있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학문분야별 평가인증제 및 
대학종합평가와는 별개로 학과평가를 받은 치과대학, 의
과대학, 간호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학과평가인증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교육의 질적 향상 부분에 기여도가 인식되기 시작하
면서 민간자율 평가기구를 설립하였다[2].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2004년 2월에 설립되어 간호
대학의 책무를 다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 수행능력
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 양성을 목적으
로 간호교육기관 인증평가를 수행하고 있다[3]. 한국치의
학교육평가원은 2007년 12월에 설립되어 치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치의학교육의 국제적인 상호인정을 목적으로 
국제적인 인증 시스템 및 평가를 구축하고, 치과진료의 
질을 보장하며, 치과대학의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한
국치의학교육평가원의 교육목표를 포함한 각 기관의 교
육적 기준, 사회적 맥락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노
력을 시도하고 있다[4].

기관평가 인증을 위한 평가의 목적은 대학이 교육기관
으로서의 기본요건 충족 여부와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기관평가 인증을 통해 지속적인 대
학의 질 관리와 학습성과 평가 결과로 인해 교수방법, 학
습방법 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3]. 이러한 대
학평가원인증제도 변화는 치위생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치과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치과위생사를 배출하기 위
하여 성과기반 교육 체제를 바탕으로 치위생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치위생학교육평가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제
기하게 되었다[5,6]. 그리고, 최근 치과 의료소비자들도 
예외적이지 않은 시대적 변화로 양질의 치위생서비스 제
공을 요구하고 있다. 즉 치위생관리자의 핵심역량을 증가
시키고, 치위생 역량을 성공적으로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지식, 태도, 기술 등을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능력과 인
성, 태도,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 등 복합적인 업무능력
을 높여[7,8], 성공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치위생업무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치위생 교육에서는 국내・외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치과위생사를 배출하기 위하여 한국치위생학교

육평가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평가기준과 지
표 설정을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한국치위생학 교
육 평가인증제도의 현황과 국․내외 인증기구의 동향을 파
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등[5]은 평가인
증 기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실효성 있는 인증평가로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있는 치과위생사의 교육
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치위생 프로그램을 국내 
인증평가원들과의 적극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국제적인 
평가기구로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1,6]. 그러나 국내 치위생핵심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우리나라 치위생 교육기관은 50
년이라는 역사 안에서 급속히 성장하여 전국에 82개 대
학이 설립되어 있으며 매년 5,00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위생교육 기관의 질 평가와 
학생 교육역량평가에 관련된 시스템은 현재 없는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평가인증을 위한 학습성과기
반 치위생 핵심역량의 체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통계

2.1 연구조사 대상
본 연구는 전국 치위생(학)과 82개 대학의 강의전담교

수를 포함한 전임교수로 등록된 405명을 대상으로 2018
년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설문지 방법을 통해 자료
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조사방법은 개인 메일을 통하여 
조사되었으며, 설문지는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의 목적, 
설문참여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중단 및 설문참여를 거
부할 경우 불이익이 없음을 확인 한 후 응답하게 하였다. 
이에 설문조사에 응답한 207명(응답률 66.6%)의 설문지
를 연구 분석에 최종 사용하였다. 

2.2 연구조사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한국치위생평가원 업무매뉴

얼을 참고하여[9] 본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치위생 분야의 전문가 자문에 의해 내용타
당도를 검증한 후 최종 완성하였다. 설문의 도구는 일반
적 특성 4문항(연령, 경력, 직급, 주요교과목 영역), 핵심
역량별 세부역량은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1영역으
로 전문가적 행동 및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 4문항, 2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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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Group N %

Age

30’s  63 23.3

40’s 134 49.6

50’s 60 22.2

60’s 13 4.8

Career
(years)

 1∼10 140 51.9

11∼20 89 33.0

21∼30 30 11.1

31≤ 11 4.1

Professor 
position

Assistant professor 104 38.5

Associate professor 109 40.4

Tenure professor 44 16.3

Other 13 4.8

Main 
subjects

Basic dental hygiene 51 18.9

Social dental hygiene 41 15.2

Clinical dental hygiene 153 56.7

Education dental hygiene 25 9.3

Total 270 100.0

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임상치위생과 임상치과업무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10문항, 3영역으로 
의사소통 능력 3문항, 4영역은 치과임상 및 지역사회 관
리능력 6문항, 5영역으로 근거중심의 통합적 사고와 문
제해결 능력 3문항, 6영역은 세계적인 보건의료 전문인
으로서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207부의 설문지 자료의 통계분석

은 SPSS 23.0(PASW statistic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각 영역별 신뢰도는 1영역 Cronbach's 
α=0.612, 2영역 Cronbach's α=0.814, 3영역 Cronbach's 
α=0.708, 4영역 Cronbach's α=0.796, 5영역 
Cronbach's α=0.810, 6영역 Cronbach's α=0.828로 
나타났다. 통계분석에서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퍼센트(백
분율), 각 영역별 핵심역량에 대해서는 기술통계 분석을 
이용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실시하였다. 각 영역별 관련성
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40대가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 23.3%, 50
대 22.2%, 60대 4.8%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30세에
서 최대 65세로 평균연령은 45.1세로 나타났다. 교육경
력은 1년-10년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1년-20
년 33.0%, 21-30년 11.1%, 31년 이상 4.1% 순이었으
며, 최소 1년에서 최대 38년으로 평균경력은 12.3년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부교수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조교수 38.5%, 교수 16.3%, 기타 4.8%로 나타났으
며, 주요교과목은 임상치위생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기초치위생 18.9%, 사회치위생 15.2%, 교육생 9.3%
순으로 나타났다.

3.2 1영역–전문가적 행동 및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 
정도

1영역인 전문가적 행동 및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 정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문가적 행동 및 윤리적 의사
결정 능력 정도 전체 점수는 4.63점으로 나타났고, ‘전문
가적인 면모와 행동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가 4.75점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및 연구수행
에 관련된 법적 규정과 윤리적 책임을 알고 적용할 수 있
어야 한다’ 4.67점, ‘환자/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권
리를 준수하며, 치위생처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
고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 4.65점, ‘인간 생명
의 존엄성과 인종적, 신앙적, 경제적 배경을 초월하여 인
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4.44점 순이었다.

Question /  Competency M±SD*

1. Be able to devote and serve human health by 
transcending the dignity of human life and the racial, 
religious and economic background

4.44±0.61

2. Be professional and behave 4.75±0.46

3. Must be able to know and apply legal regulations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related to the work and 
research of dental hygienists.

4.67±0.50

4. Ensure the patient / subject's confidentiality, 
comply with its rights,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on dental hygiene and obtain prior consent;

4.65±0.55

 Total 4.63±0.36

* The highest score is 5 in a five-point likert scale

Table 2. Category 1 – Degrees of professional behavior 
and ethical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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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M±SD*
Understand the scientific principles of infection 
control and be able to apply the principles of 

planning, implementation and prevention of infection 
control processes.

4.73±0.52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of dental imaging 
technology and be able to photograph 4.38±0.64

Comprehensive dental hygiene assessment should 
be made by collecting information on the medical, 

dental history and family history of the subject.
4.61±0.56

Based on the collected risk factors, the patient 
should be able to determine oral health problems 
and risks and make a dental hygiene judgment.

4.58±0.60

Based on dental hygiene judgment, it should be 
possible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dental 

hygiene plan centered on the subject.
4.68±0.50

To be able to perform dental hygiene to prevent 
dental caries, periodontal disease and other oral 

diseases.
4.81±0.41

Be able to perform clinical dental work for effective 
care 4.63±0.54

Should be able to perform first aid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based on CPR and first aid standards 4.43±0.61

Be able to perform customized oral health education 
for each subject 4.75±0.47

The patient's satisfaction and clinical changes of oral 
health status should be evaluated to continue the 

management.
4.69±0.49

 Total 4.63±0.33
* The highest score is 5 in a five-point likert scale

Table 3. Category 2 – Ability to apply scientific and 
professional clinical hygiene and knowledge 
of clinical dental practice

3.3 2영역–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임상치위생과 임상
    치과업무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정도

2영역인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임상치위생과 임상치과
업무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정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임상치위생과 임
상치과업무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정도 
전체 점수는 4.63점으로 나타났고, ‘치아우식병, 치주병
과 기타 구강병 예방을 위한 치위생처치를 수행할 수 있
어야 한다’가 4.8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상자별 
맞춤형 구강보건교육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75점, 
‘감염 관리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감염 관리 과정의 
계획, 실행 및 예방원칙을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4.73점, ‘대상자의 만족도와 구강건강상태의 임상
적 변화를 평가하여 계속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69
점, ‘치위생판단에 근거하여 대상자 중심의 포괄적인 치
위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4.68점, ‘효과적인 진
료를 위한 임상치과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63
점, ‘대상자의 의과 · 치과병력, 가족력에 관한 정보를 수
집하여 포괄적인 치위생 사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61
점, ‘수집한 위험요인에 근거하여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구강건강문제와 위험도를 파악하여 치위생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4.58점,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CPR과 응급처치 표준을 기반으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43점, ‘치과영상 기술의 기초적 원리를 이
해하고, 촬영할 수 있어야 한다’ 4.38점 순이었다.

3.4 3영역–의사소통 능력 정도 
3영역인 의사소통 능력 정도는 Table 4와 같다. 의사

소통 능력 정도 전체 점수는 4.48점으로 나타났다. ‘의사
소통 기술을 통해 환자/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원활한 의
사소통을 하고, 보건의료전문가 및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
여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가 4.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직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적극적인 행동과 책임감 및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4.49점, ‘환자/대상자의 심
리적 발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37점 순
이었다.

Question M±SD*

Have knowledge of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the patient / subject 4.37±0.58

Communicate smoothly with patients / subjects 
and carers through communication skills, and be 
able to interact with health professionals and 

various organizations.

4.58±0.56

Must have the capacity to demonstrate positive 
action, responsibility and leadership in sharing 
information, respecting and encouraging each 

other within the organization.

4.49±0.60

 Total 4.48±0.46

* The highest score is 5 in a five-point likert scale

Table 4. Category 3–Communication skills

3.5 4영역–치과임상 및 지역사회 관리능력 정도
4영역인 치과임상 및 지역사회 관리능력 정도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치과임상 및 지역사회 관리능력 정도 
전체 점수는 4.13점으로 나타났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자기계발능력이 있어야 한다’가 4.2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치과임상 및 지역사회 조직내에서 인력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 4.21점, ‘근거중심의 전략내용
을 기반으로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21점, ‘구강역학에 대한 이론적 지식에 기반하여 지역
사회 구강건강증진사업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4.10
점, ‘지역사회 구강건강증진사업의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4.08점, ‘진료지원을 
위한 행정 및 재정 관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3.97점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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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1 -

2 .497* -

3 .400* .510* -

4 .387* .550* .494* -

5 .310* .540* .455* .607* -

6 .314* .407* .349* .534* .444* -
*p<.05 
The data were analyz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1: Category 1, Professional behavior and ethical decision making
2: Category 2, Ability to apply scientific and professional clinical dental 

hygiene and knowledge and skills of clinical dental work
3: Category 3, Communication Skills
4: Category 4, Dental clinical and community management skills
5: Category 5, Integrated evidence-based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skills
6: Category 6, International Sense and Competence as a Global 

Healthcare Professional

Table 8. Correlation by detailed category

로 나타났다.

Question M±SD*

Must have manpower management skills in 
clinical and community organizations. 4.21±0.61

Must hav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anagement ability for medical support 3.97±0.67

Must have self-development ability to exercise 
leadership 4.22±0.67

Be able to plan community oral health 
promotion projects based on theoretical 

knowledge of oral mechanics.
4.10±0.67

The oral health promotion project should be 
able to be carried out based on the 

evidence-based strategy.
4.21±0.69

Can be evaluated using evaluation indexes and 
evaluation methods of community oral health 

promotion projects.
4.08±0.68

Total 4.13±0.47

* The highest score is 5 in a five-point likert scale

Table 5. Category 4–Dental clinical and community care 
capacity

3.6 5영역–근거중심의 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정도

5영역인 근거중심의 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정
도는 Table 6과 같다. 근거중심의 통합적 사고와 문제해
결 능력 정도 전체 점수는 4.35점으로 나타났다. ‘근거중
심 통합적 사고를 가지고 문제해결 방안을 적용할 수 있
어야 한다’가 4.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최신의 정
보를 비판적, 과학적 사고로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38점, ‘치위생 연구를 위한 자료의 분석 및 응용 
능력이 있어야 한다’ 4.14점 순이었다.

Question M±SD*

Be able to apply problem solving with 
evidence-based integrated thinking 4.52±0.60

Be able to learn and use the latest information 
with critical and scientific thinking 4.38±0.68

Must have ability to analyze and apply data for 
dental hygiene research 4.14±0.68

Total 4.35±0.56

* The highest score is 5 in a five-point likert scale

Table 6. 5 Category–Evidence-based integrated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ability

3.7 6영역–세계적인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 정도

6영역인 세계적인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 정도는 Table 7과 같다. 세계적인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 정도 전체 점수는 
3.94점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외
국어 능력과 다양한 표현 능력이 있다’가 3.97점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국제적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
는 치위생역량을 기른다’ 3.92점으로 나타났다.

Question M±SD*

There are foreign language skills and various 
expressive skill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dental hygienists.
3.97±0.66

Dental hygiene capabilitie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health care 

environment
3.92±0.70

Total 3.94±0.63

* The highest score is 5 in a five-point likert scale

Table 7. Category 6–International sensibility and 
competency as a global healthcare professional

3.8 세부영역별 상관관계 
세부영역별 상관관계는 Table 8과 같다. 핵심역량 세

부영역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강
한 상관관계를 보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4영역(치과임상 
및 지역사회 관리능력)과 5영역(근거중심의 통합적 사고
와 문제해결 능력)(r=0.607), 2영역(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임상치위생과 임상치과업무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4영역(치과임상 및 지역사회 관리능
력)(r=0.550), 2영역(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임상치위생과 
임상치과업무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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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영역(근거중심의 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
력)(r=0.540), 4영역(치과임상 및 지역사회 관리능력)과 
6영역(세계적인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r=0.534), 2영역(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임상치위생
과 임상치과업무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과 3영역(의사소통 능력)(r=0.510) 순으로 나타났다.

4. 고찰 및 제언

치위생 교육평가인증제는 치위생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 면허를 취득한 이후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때 실무 역량을 키우
는 표준 교육과정과 운영체계에 대한 질 개선과 보장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이다[1]. 국내외 선행연구로 간호대
학의 핵심간호역량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간호교육과정 
개발과 간호역량을 모델링하여 간호핵심역량과 성과가 
어떻게 교육과 연계되고 있는지를 보고한 바 있으며
[10,11], 김과 고의 연구[12]에서는 역량기반 간호교육과
정을 위한 핵심역량을 모델링하였고, 박 등[13]은 2001
년부터 2012년까지 간호역량, 임상수기능력, 간호수기능
력 등을 주제로 국내외 69편을 분석하고, 30가지 간호역
량과 7가지 핵심역량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치위생 교육과정은 훌륭한 치과위생사를 양성한다는 목
표가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위생 핵심역량을 갖
춘 치과위생사 양성을 위한 교육학적 고찰이 부족한 사
실이다. 따라서 치위생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역량 기반 치위생교육과정 확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영역에서 전문가적 행동 및 윤리적 의사결정능력 정
도는 ‘전문가적인 행동(4.75점)’, ‘업무와 연구수행에 관
련된 법적규정과 윤리적 책임(4.67점)’ 순으로 나타나, 이
는 자신의 업무수행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수행할 수 있
어야 하고 간호조직 문화이해와 업무에 대하여 자신을 
사랑하고, 능동적 태도 가지기, 지속적 전문지식 습득 및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고한 김 
등[14]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대학에서 치위생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적 행동 및 윤리적 의사
결정능력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인으로서의 
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영역에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임상치위생과 임상치
과업무의 지식과 기술 적용능력 정도는 ‘치아우식증, 치

주병과 기타 구강병 예방을 위한 치위생처치(4.81점)’, 
‘대상자별 맞춤형 구강보건교육(4.75점)’, ‘감염관리 과정
의 계획, 실행 및 예방원칙의 적용과 실천(4.73점)’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 과 고[11]의 연구에서 간호핵
심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임상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상자 교육, 환자안전, 병동 및 자원관리 능력으로 나타
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학교육에서 
이루어진 전공지식과 기술은 치위생 핵심역량을 통합 적
용할 수 있도록 책임의식과 인성 및 실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영역 의사소통능력 정도에서는 ‘의사소통을 통해 환
자 및 보호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보건의료전문가 및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상호작용(4.58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역량 중에서도 의사소통능력을 통한 
임상수행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의 중요함을 강조한 이 
등[15]과 이 등[16]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임상현장에서 
거의 매일 대면하는 치과의사, 환자와 보호자, 동료, 선후
배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대인관계능력이 부족할 경우 이
직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과 관련된 교과
목 이수를 통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시켜주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영역 치과임상 및 지역사회 관리능력 정도에서는 ‘리
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자기개발능력(4.22점)’, ‘치과임상 
및 지역사회 조직내에서 인력관리능력(4.21점)’ 순으로 
나타나 리더십이 높은 경우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나고, 이
직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한 강 등[17]의 연구와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치과위생사는 치과병원 조직의 
핵심인력으로 치과조직내에서 치과위생사의 리더십과 조
직내 인력관리능력은 질 높은 치과의료제공과도 연결 되
는 부분이므로 치위생학과 학생들 뿐 만 아니라 치위생
관리자 계층을 위한 리더십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영역 근거중심의 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정도
에서는 ‘근거중심 통합적 사고를 가지고 문제해결방안 적
용(4.52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간호정보역량과 문제
해결능력이 업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세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결과를 가지고 있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18]. 이러한 결과는 치위생업무와 간호업무
수행에 문제해결과정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치과위생사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이
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교육과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한 
교육을 통해 근거중심 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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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영역 세계적인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의 국제적 감

각과 역량 정도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외
국어 능력과 다양한 표현 능력(3.97점)’ 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치위생학교육인증은 글로벌 경쟁력의 향상 뿐만 
아니라, 세계화추세와 발맞춰 이루어지고 있는 인력의 이
동과 모든 학문분야의 평가인증제에 대한 준비 일환으로 
빠르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18]. 그리고, 치위생학교육
평가인증은 학습성과에 기반한 교육체제 구축을 강화하
여 치위생 교육의 질 관리와 국제수준의 치과위생사 인
력 양성에 교육의 책무성을 재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
각된다.

추후연구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직종간의 핵심역량 
파악과 임상 실무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임상치과위생사
들의 역량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다양한 후속연구와 핵심
역량에 대한 질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져
야 할 필요가 있으며, 치과위생사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키
기 위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강화할 수 있
는 다양한 교수방법 개발 및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82개 대학 치위생(학)과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핵심역량별 세부역량정도와 세부영역별 상관관
계를 파악하여 치위생교육 평가인증을 위한 학습성과기
반 치위생 핵심역량의 체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전국 치위생(학)과 82개 대학의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치위생학교육평가 인증체계 정립을 위한 학습
성과기반 치위생 핵심역량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근거 마
련을 위하여 조사하였다. 207명의 치위생(학)과 전임교
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핵심역량별 세부영역에서 전문가적 행동 및 윤리적 의
사결정 능력(1영역)과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임상치위생
과 임상치과업무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2영역)의 전체 점수가 4.6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의사소통 능력 정도(3영역)는 4.48점, 근거중심의 통
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정도(5영역)는 4.35점으로 
나타났다. 핵심역량 세부영역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을 확인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직종간의 핵심역량 파
악과 임상 실무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의 핵

심역량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다른 영역에 비해 낮게 나타난 세계적인 보건의료 전문
인으로서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좀 더 강조하여 가르
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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