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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236명을 대상으로 예방진료 관심도와 예방관리지식 환자교육 정도를 알아보고 예방관
련지식을 매개하여 환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환자교육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하였다. 
치위생사의 예방진료 관심도, 예방관리 지식, 환자교육은 변수 간 유의한 상관성을 가지며, 예방진료 관심도가 높을수록
예방관리 지식이 높고 환자교육을 잘하며, 예방관리 지식이 높을수록 환자교육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치과위생사
의 예방진료 관심도가 환자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예방관리지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과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Z=5.96, p<.001) 예방진료 관심도가 환자교육 실시를 높이는 직접효과와 예방관리
지식을 높이고, 높아진 예방관리 지식으로 다시 환자교육이 잘 실시되는 간접효과를 동시에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자의 예방관련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의 예방업무에 대한 관심과 예방관련지
식함량을 위한 교육과 함께 제도적 지지가 뒷받침이 된다면 환자의 예방교육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치과위생사, 예방진료 관심도, 예방관리지식, 환자교육,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on 236 dental hygienists to find ways to improve patient education 
by identifying their concern in preventive care, their level of prevention management knowledge, and 
their impact on patient education by mediating their prevention-related knowledge. It was found that 
the prevention care concern, prevention knowledge and patient education of dental hygienists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the higher the prevention care concern, the better the patient education, the 
better the prevention care knowledge, the better the prevention management knowledge, the better the 
patient education. The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verification were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a mediating effect of the preventive care knowledge on the influence that the level of concern on 
preventive dental care affects the patient education.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level of 
concern on preventive dental care has not only a direct effect and an indirect effec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believed that the preventive education effect of patients will be even higher 
if institutional support is supported along with the attention of dental hygienists on preventive work 
and education for preventive knowledge content.

Key Words : Dental hygienist, Concern for preventive care, Knowledge of preventive Care, Patient 
education,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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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질병에 대한 기준 또한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치과진료의 흐름 또한 구강병의 예방과 
유지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빈도가 가장 높고 치아발거의 대표
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구강질환은 치아우식병과 치주병
으로, 양대구강병으로 예방치과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대
상으로 취급하고 있다[1]. 즉 이 질환들의 주요 원인인자
로 작용하는 치면세균막의 관리를 통해 조기발견과 예방 
및 조기치료가 가능하며, 치료 후에도 재발되지 않도록 예
방목적의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2]. 

최근 치과 내에서도 예방진료실 등을 구축해 환자의 
건강한 구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계속구강건강관
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추세이며, 2013년 
7월부터 치석제거와 치면열구전색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가 확대된 이후 스켈링을 비롯한 예방치과진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3], 향후 예방진료영역에서의 급여범
위와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구
강보건분야에 있어 선진국이라 볼 수 있는 많은 국가에서
는 구강보건정책에 국가예산을 예방위주의 사업으로 전개
하여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도 보고하고 있다[4].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와 함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치과처치업무를 수행하는 
임상 술식가이며, 구강보건향상 및 구강위생관리를 위해 
교육을 담당하는 구강보건 교육자로[5] 의료기사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6] 구강병 예방과 위생에 관
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치과 의료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구
강병 예방 프로그램과 예방진료실 시스템, 구강보건교육
은 치과위생사가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치과위생사의 예방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이들이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예방진
료를 제공하고 교육하여야 하며 환자들은 정기적인 치과
방문과 예방시스템 적용을 통해 구강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7].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치과위생사를 대상
으로 한 예방적 치주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구강보건
교육에 관한 연구[8,9]와 예방치과처치업무에 대한 수행 
및 인식과 직무만족에 관한[10] 연구가 있었다. 또한 치

과의사를 포함한 구강보건인력의 예방치과진료에 대한 
인식 및 교육요구도에 관한 정과 한[11]의 연구와 치과의
사의 예방치과진료 관심도와 진료특성의 관계를 파악하
고자 한 안[3]의 연구가 있었다. 그 외 치과위생사의 구강
위생용품의 지식과 교육행위에 관한 태도 연구[12-14] 
등이 있었지만 관련 연구가 드물어 최신동향의 파악이 
어렵고 일부 예방과 관련된 인식과 태도 실천행위 등을 
중심으로 학위연구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전 등[15]의 요
양보호사 대상 구강관리지식, 태도, 행동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치과위생사의 예방진료 관심도와 지식정도, 매개
효과를 포함한 환자교육에 미치는 다각적 영향관계를 동
시에 파악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예방 치과 진료시스템의 핵심 역
할을 하게 될 치과위생사의 예방진료 관심도와 예방관리
지식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변인 중 예방관리 지식이 매
개하여 환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구강위
생용품 교육을 비롯한 예방관리지식을 높여 치과위생사
의 환자교육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위생사의 예방진료 관심도와 예

방관리지식이 환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
이며,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과위생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예방진
료 관심도, 예방관리 지식, 환자교육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치과위생사의 예방진료 관심도, 예방관리 지식, 
환자교육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치과위생사의 예방진료 관심도, 예방관리 지식, 
환자교육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예방진료 관심도가 예방관리 지식을 매개하여 
환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1.3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Concern for  
preventive 
dental care

preventive 
management 
knowledge

patient 
education

Fig. 1. Stud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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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예방진료 관심도가 예방관리 

지식을 매개하여 환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고자 

서면 동의한 자를 선정기준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36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 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으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가 176명으로 확인되었으나 설문지 회수율과 탈락율
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수를 250명으로 선정하였다. 회
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최종 236명의 
설문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 까
지 실시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을 충
분히 설명하고 응답의 비밀보장과 개인 정보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을 것과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설
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는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하도록 하였고, 설문 작성 후에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변수의 정의 

1) 예방진료 관심도
본 연구에서 예방진료 관심도는 치과위생사가 인지하

고 있는 예방의 중요성과 변화현황 파악, 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의 관심과 참여도, 예방진료 참여의향, 예방 기자
재 이해정도로 규정하였다.
2) 예방관리 지식

본 연구에서 예방관리지식은 치석제거술, 치면연마, 
치주질환과 외상성교합의 관계, 구취, 치주질환 관리를 
위한 예방진료계획 수립의 이해, 구강상태에 적합한 칫솔
선정 및 칫솔질 방법, 구강위생용품 선정 및 사용법에 관
한 지식정도로 규정하였다.
3) 환자교육

본 연구에서 환자교육은 스켈링을 포함한 예방처치 후 
구강용품 교육도에 관한 것으로 칫솔질 교육, 환자에게 

적합한 구강위생용품 사용방법 및 효과, 환자 이해도를 높이
기 위한 반복설명, 쉬운 용어 선정정도 등으로 규정하였다.

2.3.2 도구의 출처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 5문항, 예방진료관심도 8문항, 예방관리
지식 7문항, 환자교육 7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예방진료 관심도 측정도구는 안[3]의 연구에서 치과의
사를 대상으로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의 대상에 맞게 총 
8개 문항을 문맥과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예방진료 관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안[3]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값이 .8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 Cronbach’s⍺값은 .793이었다. 

예방관리 지식 측정도구는 황[8]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 중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지식에 관련한 항목
만 수정, 보완하여 총 11문항 중 7개 문항을 사용하였으
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예방관리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황[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값은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값이 .874였다.

환자교육 측정도구는 안[13]의 연구에서 구강위생용
품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교육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
용된 7개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해 사용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예방관리 지식이 높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값
은 .868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 방법은 SPSS/WIN 25 program을 이용하

여 수집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예방진료 관

심도, 예방관리 지식, 환자교육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검증하였다.

3) 예방진료 관심도, 예방관리 지식, 환자교육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4) 예방진료 관심도, 예방관리 지식, 환자교육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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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Concern for preventive dental care Preventive care knowledge Patient education

M±SD t/F M±SD t/F M±SD t/F

Gender
male 6(2.5) 4.00±.73

1.24
4.36±.68

1.43
4.48±.45

1.11
female 230(97.5) 3.70±.59 4.03±.56 4.22±.56

Age

20-30 171(72.5) 3.66±.54 a

3.76*

4.03±.56

0.95

4.20±.55

0.6231-40 57(24.2) 3.77±.72 ab 4.02±.58 4.28±.61

≥41 8(3.4) 4.20±.55 b 4.30±.49 4.36±.40

Educational level
college 173(73.3) 3.62±.56

-.32***
4.00±.53

-1.48
4.20±.58

-1.03
University + 63(26.7) 3.93±.62 4.12±.62 4.29±.49

Working place
Dental clinic 176(74.6) 3.65±.60

-2.55*
4.00±.54

-1.92
4.17±.58

-2.43*
Dental hospital 60(25.4) 3.87±.56 4.15±.60 4.38±.48

Total careet
(years)

<5 124(52.5) 3.67±.51

2.89

3.99±.56

1.00

4.14±.55 a

3.49*5-10 73(30.9) 3.65±.70 4.05±.58 4.30±.60 ab

≧10 39(16.9) 3.91±.60 4.14±.53 4.36±.48 b
*p<.05, ***p<.001 

Table 1. Attention to preventative care, knowledge of preventive care and differences in patient education according 
to genaral characteristics        (N=236)

5) 예방진료 관심도가 환자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방관리 지식의 매개효과의 분석은 Baron과 
Kenny[16]의 3단계 절차에 따른 회귀분석과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은 응답자 

236명중 여성이 97.5%(230명)으로 대부분이었고, 연령
은 20대가 72.5%(171명), 교육정도는 전문학사가 
73.3%(173명), 근무지는 치과의원이 74.6%(176명), 근
무경력은 5년 미만이 52.5%(124명)로 가장 많았다.

3.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예방진료 관심도, 예
    방관리 지식, 환자교육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
정도, 근무지, 근무경력에 따른 예방진료 관심도, 예방관
리 지식, 환자교육 정도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Table 1의 
결과를 보면, 연령에 따라서는 예방진료 관심도와 예방관
리 지식, 환자교육이 모두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지만 유의성 검증결과에서는 남자의 빈도수가 
2.5%로 적어 유의한 차이로 판정되지 않았다. 연령에 따
라서는 예방진료 관심도가 40대 이상 (4.20±.55)이 20
대(3.66±.5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5). 예방관리지

식도 20, 30대에 비해 40대가 높았지만 40대의 수가 적
어 유의한 차이로 판정되지 않았다.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예방진료 관심도가 학사이상 
(3.93±.62)이 20대(3.62±.5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p<.001). 

근무지에 따라서는 예방진료 관심도(p<.05)와 환자교
육(p<.05)이 차이를 보였으며,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집단
이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집단에 비해 예방진료 관심도와 
환자교육이 유의하게 높았다.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환자교육이 차이를 보였으며, 
10년 이상 근무경력의 집단(4.36±.48)이 5년 미만 집단
(4.14±.55)에 비해 환자교육이 유의하게 높았다.(p<.05)

3.3 예방진료 관심도, 예방관리 지식, 환자교육의 평
    균 표준편차

연구대상자의 예방진료관심도와 예방관리 지식 및 환
자교육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예방진료 관심
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점으로 나타났다. 구성문항 중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가 4.5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예방진료가 치과위생사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
각한다”가 4.26점으로 높았다. 구성문항 중 “예방진료 학회
와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가 2.33점으로 가장 낮았다.

예방관리 지식은 5점 만점에 평균 4.04점으로 나타났
다. 구성문항 중 “치석제거술의 효과 및 술식에 대한 지
식”가 4.49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치면연마
(Polishing)의 효과 및 술식에 대한 지식”가 4.2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성문항 중 “치주질환과 외상성 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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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SD

Concern for  preventive dental care 3.70±.59

1.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than treatment 4.53±.61

2. I have identified the changes in preventive dental 
care 3.51±.95

3. I have a concern on preventive medical care 4.01±.77

4. I have attended in the society and the seminars for 
preventive medical care 2.33±1.17

5. I think that the preventive medical care is one of 
fundamental duties of a dental hygienist 4.26±.73

6. I know the devices for preventive dental care 
(phase-contrast microscope, (Q-ray) 3.67±1.07

7. I hope that the detal clinic I am working would 
purchase relevant devices for preventive dental care  3.86±.87

8. I have an intention to take charge of preventive 
medical care only 3.46±1.12

Preventive Management Knowledge 4.04±.56

1. Knowledge on effect and procedure of dental scaling 4.49±.56

2. Knowledge on effect and procedure of dental 
polishing 4.29±.64

3. Knowledge on an association between periodontal 
disease and T.F.O 3.57±.92

4. Knowledge on selecting method of a toothbrush 
suitable for oral status and right tooth brushing 
method

4.09±.70

5. Knowledge on selecting and using methods of oral 
aid supplies suitable for oral status 4.08±.70

6. Knowledge on the causes of halitosis and its caring 
method 3.93±.76

7. Knowledge on establishing the preventive treatment 
plan for caring of periodontal disease 3.79±.85

Patient Education 4.23±.56

1. Provide a education for tooth brushing method after 
dental scaling 4.08±.88

2. Recommend oral hygienic supplies (interdental brush, 
dental floss, etc.) to patients who need them. 4.52±.58

3. Provide detail description on the method for use and 
effects of oral hygienic supplies 4.30±.71

4. Use easier terms when explaining about oral hygienic 
supplies to patients 4.44±.60

5. Explain the important part repeatedly 4.31±.70

6. When providing oral hygienic education about the oral 
hygienic supplies, an order of explanations and the 
education methods should be well organized so that 
those can be properly applied to situations in order to 
help patients for better understanding  

4.07±.80

7. Recommend to use an electric toothbrush for the 
disabled patients 3.86±.90

Table 2. Average standard deviation of preventive care
interest, prevention management knowledge, 
and patient education of study subjects 

    (N=236)

(TFO)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 3.57점으로 가장 낮았다.

환자교육은 5점 만점에 평균 4.23점)으로 나타났으며 
구성문항 중 “구강위생용품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구강

위생용품(치간칫솔, 치실 등)을 권장해 준다.”가 4.52점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구강위생용품 설명 시 환
자가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설명해 준다.”가 4.44점으로 
높으며 “지체부자유자 환자에게는 전동칫솔을 권장한
다.”이 3.86점으로 가장 낮았다.

3.4 치위생사의 예방진료 관심도, 예방관리 지식, 환
    자교육의 관계

치위생사의 예방진료 관심도, 예방관리 지식, 환자교
육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상관분석 결과, 예방진료 관심도와 예방관리 지식은 정의 
상관(r=.48, p<.00)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교
육과도 정의 상관(r=.45, p<.0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나 예방진료 관심도가 높을수록 예방관리 지식이 높고 
환자교육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방관리 지식은 환자교육과 정의 상관(r=.59, 
p<.0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관리 지식이 높을
수록  환자교육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ariables
Concern for 
preventive 
dental care

Peventive 
management 
knowledge

Patient 
education

Concern for preventive 
dental care 1.00  

Preventive management 
knowledge .48*** 1.00

Patient education .45*** .59*** 1.00
***p<0.001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3.5 예방진료 관심도와 환자교육의 관계에 대한 예
    방관리 지식의 매개효과 검증

치과위생사의 예방진료 관심도가 환자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방관리지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6]의 3단계 절차에 따른 회귀분석과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1단계와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예방진료 관심도는 종속변수인 환자교육(β=.45, p<.001)
과 매개변수인 예방관리 지식(β=48,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함께 투입된 매개변수인 예방관리 지식이 종속변수인 환
자교육에 미치는 영향력(β=.49, p<.001)도 유의하였다. 
Sobel test 결과도 Z=5.96, 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 매개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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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통제되었을 때의 예방진료 관심도의 영향력(β
=.21, p<.001)이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의 
유형은 부분매개임을 알 수 있다.

Stage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1 Patient 
education

Concern for preventive 
dental care .43 .06 .45 7.66***

2
Preventive 
management 
knowledge

Concern for preventive 
dental care .45 .05 .48 8.33***

3 Patient 
education

Concern for preventive 
dental care .20 .06 .21 3.63***

preventive management 
knowledge .49 .06 .49 8.44***

***p<0.001, Sobel test Z=5.96, p<.001
model 1 : R2=.200, F=58.679, p=.000
model 2 : R2=.229, F=69.438, p=.000
model 3 : R2=.388, F=73.711, p=.000

Table 4. Moderating effect

.45***(.21***)

.48***
.49***

Concern for  
preventive 
dental care

Preventive 
management 
knowledge

Patient 
education

Fig. 2. Moderating effect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예방진료 관심도와 예방관리
지식 정도와 환자교육 정도를 알아보고 치과위생사의 예
방관리지식을 매개하여 환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고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중 의미 있는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은 응답자 
236명 중 여성이 97.5%(230명)로 대부분이었고, 연령은 
20대가 72.5%(171명), 교육정도는 전문학사가 73.3%(173
명), 근무지는 치과의원이 74.6%(176명) 가장 많았다. 이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업의 특성과 치위생과 졸업 후 
취업하는 진로현황과 전국적 4년제와 3년제 개설 비율, 년 
간 배출인원 등 현실적 차이가 반영된 결과이다[17].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예방진료 관심도, 예방
관리 지식, 환자교육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예방진료 관심도가 학사 이상 집단이 전문학사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1). 근무지에 따라서는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집단이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집단
에 비해 예방진료 관심도와 환자교육이 유의하게 높았다
(p<.05).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근무경력의 집
단이 5년 미만 집단에 비해 환자교육이 유의하게 높았다
(p<.05). 

3) 연구대상자의 예방진료 관심도, 예방관리 지식, 환
자교육의 정도를 파악한 결과 대상자의 환자교육 항목의 
평균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방관리 지식, 예방진
료 관심도 순으로 나타났다. 

예방진료 관심도 문항 중에서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
요하다”가 가장 높았고, “예방진료 학회와 세미나에 참석
하고 있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치과병
(의)원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예방진료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 비교는 어려
우나 김 등[18]의 연구에서 치위생과 교육과정 에서 예방
처치업무에 대한 교육 필요도가 높은 응답결과를 보인 
것과 비교하여 연구대상자들이 예방의 중요성과 교육의 
필요성은 인지하나 지식함양의 실천성 면에서는 현실적 
노력이 부족하다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치
과위생사가 연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보수교육을 
활용하여 예방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예방관리 지식 문항 중에서는 “치석제거술의 효과 및 
술식에 대한 지식”이 가장 높았고, “치주질환과 외상성교
합(TFO)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 가장 낮았다.치석제거술
의 경우 전공영역의 교육과정에서 기초부터 이론과 술기
를 충분히 습득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명시된 치과위생사
의 고유 업무이다. 또한 2013년 7월부터 예방을 목적으
로 하는 치석제거가 보험적용이 되면서 치과위생사들이 
현장에서 많이 실시하는 만큼 그에 관한 지식도 높아졌
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치주질환과 외상성교합(TFO) 관
계에 대한 지식이 낮게 나타난 것은 치석제거술에 비해 
치과위생사가 치주질환자를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이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정과 한[11]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치과위생사의 예방치과진료 항목의 교육요구도 확인 
결과에서 치주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많은 치과위생사들이 다른 예방치
과진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주질환 환자의 예방관리에 



치과위생사의 예방진료 관심도가 예방관리 지식을 매개하여 환자교육에 미치는 영향 571

대한 지식 결핍을 느끼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더 필요
로 한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환자교육 구성문항 중에서는 “구강위생용품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구강위생용품(치간칫솔, 치실 등)을 권장해 
준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과 한[11]의 연구에
서 구강보건인력의 예방진료 항목 중 칫솔질 교습과 구
강관리용품 처방 및 교육의 수행정도가 높게 나타난 결
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증가와 함께 
많은 환자가 구강건강을 위해 기본 칫솔이외에 치간칫솔, 
치실 등 자신에게 맞는 보조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고 이
에 관한 교육이 치과위생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가 반영되었다 볼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치과위생사
의 구강위생용품사용 권장에 대한 환자 교육의 경우 환
자 스스로 자가 구강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
이므로 수행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바람직한 결과라 
사료되며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
와 경로로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개인의 구
강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해 본인 스스로 구강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
다 생각된다. 그러나 반면 환자교육에 있어 “지체부자유
자 환자에게는 전동 칫솔을 권장한다.”가 가장 낮았다. 
이는 지체부자유자의 경우 치과위생사가 일반 환자에 비
해 일반 치과병(의)원에서 만날 기회가 적고, 또한 장애
인 관련 구강보건지식과 교육의 기회가 적어 그와 관련
한 지식이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라 판단되며 이러한 부
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상의 구강건강관리를 위
해 치과위생사 대상 지체부자유자 구강관리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된다.

4) 대상자의 예방진료 관심도, 예방관리 지식, 환자교
육의 관계를 상관분석 한 결과 예방진료 관심도와 예방
관리 지식은 정의 상관(r=.48, p<.00)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자교육과도 정의 상관(r=.45, p<.001)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위생사의 예방진료 관심도가 높
을수록 예방관리 지식이 높고 환자교육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방관리 지식은 환자교육과 정의 상관(r=.59,p<.001)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관리 지식이 높을수록 환
자교육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 등
[19]의 연구결과에서 치과위생사의 치위생과정에 근거한 
임상예방진료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환자의 구강건강 지
식, 인식, 실천이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를 토대로 치과위생
사가 예방진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위한 환자교육
을 시행했을 때 효과가 있음을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5) 예방진료 관심도가 환자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방관리 지식의 매개효과의 분석결과 예방진료관심도는 
환자교육과 매개변수인 예방관리 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예방관리 지식
이 환자교육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며 매개효과가 있
었다. 이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예방진료 관심도가 환자교
육 실시를 높이는 직접효과와 예방관리 지식을 높이고, 
높아진 예방관리 지식으로 다시 환자교육이 잘 실시되는 
간접효과를 동시에 가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구강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환자교육을 위해서는 치과
위생사의 예방관리 관심과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를 위해서는 임상 현장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예방관
련 교육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환자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방치과진료의 경우 스켈링, 불소도
포, 치면열구전색 등 일부 진료에 국한되어 보험수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 현실이며 이는 조와 문[20]의 연구결과
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예방업무가 치석제거, 칫솔질 교습,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등의 보험급여 항목과 구강보건
교육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고한 연구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
해서는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
강보건인력인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 인정[21]과 넓은 
영역에서의 예방치과진료업무에 보험수가 인정이 확대가 
근간이 되어져야 한다. 더불어 치과위생사의 예방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보수교육등과 같은 정기적인 예방관련교육 등
을 통해 치과위생사들에게 예방진료에 관한 교육을 적극
적으로 시행하여 예방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을 고취시키고 구강관련 다양한 영역에서의 예방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이것이 환자에게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관리교육행위로 이어져 환자 스스로 예방의 중요성
을 인식하과 구강관리방법을 수행 할 수 있는 행동변화
가 일어나 결국 구강건강증진으로 귀결되어질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치과위생사들은 단독으로 예방진료를 시행
하지 못하고 치과의사들의 지도아래 예방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현실을 볼 때 치과의사의 예방진료에 대한 관심
도와 치과위생사들이 예방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인력확
충과 근무환경구축 등이 더해진다면 국민의 구강건강증
진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치과위생사를 대상
으로 하여 전체 치과위생사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
며 추후 전국적인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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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결과로 얻은 결과가 기초가 되어 치과위
생사의 예방진료에 대한 더 다양하고 많은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져 치과위생사의 예방관련 지식이 높아지고 예
방진료에 대한 중요성이 더 향상되고 전문화되어 획일적
인 예방진료가 아닌 각 환자 개인의 구강상태를 고려하
여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적합한 예방 전략을 적용하
여 환자교육을 실시한다면 환자들의 의식 및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어 정기적인 치과방문과 예방관리를 통해 구강
병을 예방하고 조기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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