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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at For 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in selecting dental 

hygienists by establishing the correct perception and image of dental hygienists by identifying the image of dentists and career 

doctors who will choose dental hygienists.

Methods : The comparison of group differences with dental hygienists' images was analyzed with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one-way ANOVA. Correlation between image factors of dental hygienists was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ction coefficient.

Results : The image for dental hygienists averaged 3.87 points overall, while the average for each area of the image was 4.09 

points for professional images, 4.07 points for business images, 4.08 points for personal images and 3.28 points for social images. 

When choosing a career path, 18.8 percent said they would not consider dental hygiene, and if they said they would consider dental 

hygiene, both work, professional, personal and social images were significantly high (p<.05). Professional and professional images 

(r=.975, p<.05) in the correlation between factors of dental hygienist images, personal and professional images (r=.942, p<.05), 

social and professional images (r=.865, p<.05), business and personal images (r=.924, p<.05), business image and social image 

(r=.858, p<.05), personal and social images (r=.882, p<.05) express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unt of correlation. 

Conclusion : The study found that high school students' image of dental hygienists was rather positive, but their social image 

was rather low, and most students did not consider dental hygiene. Therefore, specific measures will be needed to build a desirable 

image for dental hygienists and positively recognize dental hygienists with active promotion and career experience for dental 

hygienis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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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에 한 이미지는 사람들이 가

지는 인상, 신념, 태도를 형성하며(Ko, 1994), 어떤 직업

이든 긍정적인 이미지 확립은 중요하다. 특히 고등학생

들은 직업에 하여 경험을 해보지 않고 주위 사람들의 

권유와 알려진 정보로 진로를 결정한다. 이에 직업에 

한 이미지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전문

적인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

치, 진료보조의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Kang 등, 2014). 

또한 상담기술, 인관계기술, 경영관리 업무에도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어(Choi, 2001) 치과위생사의 업무와 

역할이 더욱 중요 시 되고 있다. 이처럼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치과 진료와 서비스에 영향을 끼치고 치과 병·의

원의 이미지 형성 및 치위생직의 이미지 확립에도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이미지는 객관적이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신념

의 주관적인 요소이다. 치과위생사의 좋은 이미지는 전

문직으로서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환자만족도를 높이게 

되는 반면 나쁜 이미지는 치과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함께 치위생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수요가 줄어들어 인

력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치과위생사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40년이 지

났고, 매년 많은 수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학

문적 발전과 전문직으로서 위상, 그리고 치과위생사의 

직업에 한 인식도는 많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

고 있다.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면허취득자는 2019년(제

47회) 4,890명, 2018년(제46회) 4,510명, 2017년(제45회) 

4,710명으로 많은 치과 위생사가 배출되고 있다(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de, 2020). 

그러나 취업 현황은 면허취득자의 절반 정도이고, 활동

하고 있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비는 1:1 정도로 나

타난다는 보고에 따라(Kim, 2013) 최근 치과 병·의원에

서 인력 부족에 한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내원 환자와 치

과위생사, 치위생과 학생들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직업 

선택을 고려하는 고등학생 때부터 치과위생사에 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확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에 한 선행연구는 치위생과 학

생(Hwang과 Lee, 2003), 병원종사자(Yoon 등, 2010) 등을 

상으로 한 연구는 많으나, 고등학생 상으로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부산지역 고등학생을 상으로 

치과위생사에 한 이미지와 치위생과를 선택할 진로 

고려의사를 파악하여 치과위생사에 한 올바른 인식과 

이미지를 확립하여 치위생직을 선택하는 데 있어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부산지역 고등학

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을 

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선정하였으며, 총 

32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에 의해 응답하

게 한 후 총 318부(97.9 %)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

한 21부를 제외한 29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설문 

작성에 동의한 자에 한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이미지는 Cho(2000)의 연구에 사용된 

문항 중 본 연구에 타당한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치과위

생사의 인식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다른 직종과 

비교되는 외관적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한 직업적 이미

지 7문항, 치과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치과위생사의 구체

적 의료서비스에 한 이미지 측정을 위한 업무적 이미

지 7문항,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치과위생사의 외향적 태

도나 성격에 한 이미지 측정을 위한 개인적 이미지 6

문항, 사회에서 비춰지는 치과위생사의 이미지 측정을 

위한 사회적 이미지 6문항으로 총 26문항이었다. 본 연

구에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는 직업적 이미지 Cronbach’s 

α=0.80, 업무적 이미지 Cronbach’s α=0.64, 개인적 이미

지 Cronbach’s α=0.83, 사회적 이미지 Cronbach’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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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였다. 

 

2.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4.0 통계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치과위생사의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와 진로선택 관련 특성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이

미지와의 그룹 간 차이 비교는 independent sample t-test

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이미

지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고

등학교 1학년이 89명(30.0 %), 2학년이 106명(35.7 %), 3

학년이 102명(34.3 %)이었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1st  grade 89 30.0

2nd grade 106 35.7

3rd  grade 102 34.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97)

 

2. 연구대상자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이미지

치과위생사의 이미지 전체 평균은 3.87점으로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직

업적 이미지 평균은 4.09점이었고, 7문항의 평균점수를 

각각 살펴보면, ‘전문가이다’가 4.21점,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4.15점, ‘환자의 입장을 이해한다’가 4.11

점, ‘지적 수준이 높다’가 4.09점,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가 4.08점, ‘환자우선주의로 일을 처리한다’가 4.05

점 ‘의지할 수 있다’가 3.96점 으로 나타나 직업적 이미

지에서는 ‘전문가이다’ 라고 인식하는 부분에서 가장 점

수가 높았다.

업무적 이미지 평균은 4.07점으로 나타났다. 7문항의 

평균점수를 각각 살펴보면 ‘의사의 보조역할을 한다’가 

4.13점, ‘건강문제를 해결한다’가 4.13점, ‘하는 일이 정

확하다’가 4.12점, ‘치과의사와 환자의 중간 매개역할을 

한다’가 4.12점, 독자적으로 진료를 보조한다’가 4.06점, 

‘병원정책결정에 참여한다’가 3.98점 이였으며, ‘지도력

이 있다’가 3.97점으로 나타났다.

업무적 이미지에서는 ‘건강문제를 해결한다’와 ‘치과

의사의 보조역할을 한다’라고 인식하는 부분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다. 

개인적 이미지는 평균은 4.08점으로 나타났다. ‘단정

하다’가 4.15점, ‘친절하다’ 4.15점, ‘성실하다’가 4.10점, 

‘불친절하다’가 4.07점, 로 나타났으며, 또한 ‘매력적이

다’가 4.01점, ‘타인에 해 깊은 관심을 가진다’가 3.99

점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적 이미지에서는 ‘친절하다’가 

가장 점수가 높았다.

사회적 이미지 평균은 3.28점으로, ‘국민구강건강 향

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가 4.11점,‘사회적으로 인정받

는다’가 4.05점, ‘성숙한 인격자이다’는 3.99점이며, ‘상

담자이다’가 3.92점, ‘권위의식을 남용한다’가 3.10점이

었다. 또한 ‘치과간호사라고 인식한다’가 2.31점으로 나

타나 사회적 이미지에서는 ‘국민구강건강 향상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가 점수가 가장 높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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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an±SD

Occupational images

   Understand the patient's position 4.11±0.49

   Have scientific knowledge 4.15±0.46

   Professional 4.21±0.44

   Has a highly skilled skill 4.08±0.49

   High intellectual level 4.09±0.48

   Depend on 3.96±0.53

   Patient priority 4.05±0.49

Business images

   The job is accurate 4.12±0.48

   Participate in hospital policy decisions 3.98±0.52

   Solve health problems 4.13±0.49

   Assist the patient on his own 4.06±0.51

   Leadership 3.97±0.52

   Perform only the auxiliary role of the dentist 4.13±0.49

   Act as an intermediator between dentist and patient 4.12±0.48

Personal images

   Clean and neat 4.15±0.48

   Kind 4.15±0.46

   Unkind 4.07±0.61

   Faithful 4.10±0.47

   Attractive 4.01±0.51

   Deep interest in others 3.99±0.52

Social images

   Be socially recognized 4.05±0.50

   Counselor 3.92±0.55

   Authority abuse 3.10±0.63

   A mature person 3.99±0.50

   Playing an important role on national oral health 4.11±0.48

   Recognize as dental nurse 2.31±0.67

Total image 3.87±0.52

Table 2. Image for dental hygienists i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3.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과 이미지 분석

본 연구 상자는 총 297명이었으며, 인문계 고등학생 

1,2,3학년 학생 중 2학년이 35.7 %로 가장 많았으며, 

중매체 등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소개나 설명을 들은 경

우가 52.5 %로 많았고, 치위생과 입시설명을 안들은 경

우가 91.9 %, 가족 중 치과위생사가 없는 경우가 82.5 %, 

교정을 위해 치과를 방문한 적 없는 경우가 82.5 %, 치

료받은 경험이 2~4년 이내인 경우가 38.4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매체를 통해 치과위생사에 해 

알게 된 경우, 가족 중 치과위생사가 있는 경우, 치아교

정을 한 경우, 그리고 치과치료를 받은 경험이 1년 이내

인 경우 직업적 이미지(p<0.05), 업무적 이미지(p<0.05), 

개인적 이미지(p<0.05), 사회적 이미지(p<0.05) 모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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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4. 진로 고려의사 관련 특성과 치과위생사의 이미지 분석

고등학생의 진로선택 관련 특성은 진로 의논 상이 

부모님일 경우 58.9 %로 가장 많았고, 진로선택에 치위

생(학)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81.4 %로 나타났

다. 또한, 치위생직을 고려하는 경우에 직업적 이미지, 

업무적 이미지, 개인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모두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Table 4).

5. 연구대상자의 치과위생사 이미지에 대한 요인간의 분석

치과위생사 이미지의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서 직업적 

이미지와 업무적 이미지(r=0.957, p<0.05), 개인적 이미지

와 직업적 이미지(r=0.942, p<0.05), 사회적 이미지와 직

업적 이미지(r=0.865, p<0.05), 업무적 이미지와 개인적 

이미지(r=0.924, p<0.05), 업무적 이미지와 사회적 이미지

(r=0.858, p<0.05), 개인적 이미지와 사회적 이미지

(r=0.882, p<0.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5).

Variable n (%)
 Image 

Occupational Business Personal Social

     Mean±SD p Mean±SD p Mean±SD p Mean±SD p

School grade 

1 89 (30) 3.78±0.43a

0.001

3.75±0.39

0.001

3.76±0.35a

0.001

3.45±0.27a

0.0012 106 (35.7) 4.12±0.53b 4.19±0.54 4.19±0.43b 3.85±0.37b

3 102 (34.3) 4.25±0.56b 4.23±0.56 4.24±0.46b 3.90±0.36b

Introduction of a 
dental hygienist 
by public media

Yes 156 (52.5) 4.31±0.41

0.001

4.29±0.41

0.001

4.31±0.33

0.001

3.94±0.29

0.001
No 141 (47.5) 3.85±0.43 3.83±0.42 4.60±0.35 3.53±0.27

Briefing session 
on its admission 

Yes 24 (8.1) 4.65±0.94
0.001

4.61±0.98
0.001

4.60±0.87
0.001

4.16±0.74
0.001

No 273 (91.9) 4.05±0.32 4.03±0.32 4.03±0.26 3.71±0.21

Dental 
practitioners

Yes 52 (17.5) 4.64±0.66
0.001

4.68±0.58
0.001

4.66±0.50
0.001

4.24±0.40
0.001

No 245 (82.5) 3.98±0.32 3.95±0.32 3.96±0.26 3.64±0.22

Orthodontic
Yes 95 (32) 4.51±0.49

0.001
4.49±0.48

0.001
4.52±0.39

0.001
4.44±0.34

0.001
No 202 (68) 3.90±0.36 3.88±0.35 3.87±0.29 3.58±0.23

Treatment 
experience within 
5 years

1 13 (1.4) 3.99±0.96ab

0.001

4.08±1.06ab

0.001

3.87±0.90a

0.001

3.64±0.88a

0.001

2~4 114 (38.4) 3.78±0.46a 3.79±0.48a 3.76±0.38a 3.48±0.30a

5~9 82 (27.6) 4.27±0.56b 4.25±0.57b 4.25±0.48b 3.89±0.40b

More 
than 10

79 (26.6) 4.39±0.56b 4.44±0.53b 4.46±0.43b 4.05±0.36b

No 9 (3) 3.50±1.41a 3.59±1.20a 3.56±0.80a 3.33±0.88a

The figures are average ± standard deviation.
p-value was calculated by t-test, One-way ANOVA. 
abDuncan's post-hoc test: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ame characters. 

Table 3. Image for dental hygienists according to the career-related characteristics i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n=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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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
Image

Occupational Business

     Mean±SD p Mean±SD p

Advice for choosing 
a career

Parents 175 (58.92) 4.19±0.38a

0.011

4.19±0.37a

0.002

Surrounding 
people 

80 (26.94) 3.95±0.64b 3.91±0.62b

Teachers 33 (11.11) 4.11±0.88a 4.05±0.94a

Sibling 9 (1.0) 3.51±1.80b 3.41±1.87b

Career considerations
Yes 56 (18.86) 4.70±0.50

0.001
4.68±0.53

0.001
No 241 (81.14) 3.95±0.33 3.93±0.33

The figures are average ± standard deviation.
p-value was calculated by t-test, One-way ANOVA. 
abDuncan's post-hoc test: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ame characters. 

Table 4. Image for dental hygienists according to the career-related characteristics i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 (n=297)

Variable n (%)
Image

Personal Social

     Mean±SD p Mean±SD p

Advice for choosing 
a career

Parents 175 (58.92) 4.21±0.31a

0.001

3.83±0.26a

0.002

Surrounding 
people

80 (26.94) 3.87±0.52b 3.60±0.39b

Teachers 33 (11.11) 4.06±0.52a 3.79±0.66ab

Sibling 9 (1.0) 3.54±1.54b 3.26±1.43b

Career considerations
Yes 56 (18.86) 4.70±0.43

0.001
4.26±0.41

0.001
No 241 (81.14) 3.94±0.27 3.63±0.21

The figures are average ± standard deviation.
p-value was calculated by t-test, One-way ANOVA. 
abDuncan's post-hoc test: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ame characters. 

Table 4. Image for dental hygienists according to the career-related characteristics i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Cont.)  (n=297)

Variale Occupational Business Social Personal

Occupational 1

Business 0.957* 1

Social 0.865* 0.858* 1

Personal 0.942* 0.924* 0.882* 1

* p<.05

Table 5. Analysis between the factors on the dental hygienist image of the stud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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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치과위생사는 구강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으로서 

치과 병·의원, 학교 내 구강 보건실, 보건소, 군부  의무

실 등 구강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

다. 치과 의료기관도 형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치과

위생사의 업무와 역할의 비중은 상당히 높아졌으며 이

러한 역할은 치과위생사의 중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치위생직의 일반적인 이미지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더 나아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

들의 학령인구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는 시점에 

우수한 학생들이 치위생(학)과를 선택하고 기술과 지식

을 습득하는데에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와 진로 고려의사

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치위생직을 선택할 고등학생의 치과위생사에 한 인식

도와 치위생직 고려의사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치과위생

사에 한 합리적인 기준제시와 올바른 인식, 그리고 이

미지를 확립하여 치위생직에 한 올바른 정보제공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업무적 이미지는 실제로 병원에서 행하는 구체적 의

료 서비스의 여러 형태에 하여 일반인들의 이미지를 

뜻하고, 사회적 이미지는 우리의 일반적 사회생활에서 

투영되는 이미지를 의미한다(Jo, 2002). 직업적 이미지는 

일반인들에게 비춰지는 외관적 이미지로 타 직업과 비

교되는 이미지이며, 개인적 이미지는 일반인이 개인적으

로 경험하는 상의 외향적 성격이나 태도에 한 이미

지를 정의하여 구체적인 이미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치과위생사에 한 이미지는 총 26문항으로 5

점만 점에 3.87점이었고, 영역별 평균은 직업적 이미지

가 4.09점, 업무적 이미지가 4.07점, 개인적 이미지가 

4.08점, 사회적 이미지가 3.28점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은 치과위생사는 청결하고 단정하며, 국민구

강건강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응답하는 등 전

반적으로 치과위생사에 한 이미지는 다소 긍정적이었

지만, 치과간호사라는 인식과 권위를 남용하는 면에서 

사회적 이미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

들에게 치과위생사라는 올바른 호칭과 업무를 알리고 

치과위생사라는 이미지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고등학생들에게 치과위생사의 표면적으로 보이는 진

료보조자로서 역할만 보는 게 아닌 치과위생사의 업무

나 역할 등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구체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적 인식은 높아지고 이미지

가 긍정적일수록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여야 하지만 Choi 

등(2004)의 연구처럼 본 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에 한 

인식도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치과위생

사가 중으로부터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상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등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치과위생사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가족 중 치과종사자가 있고, 치과 치료경험

이 2~4년인 경우, 그리고 교정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업무적, 직업적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

과는 가족을 통해 치과에서 실제로 수행되는 구체적인 

의료서비스를 보고 직업적, 업무적 이미지가 높았을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치과방문횟수가 높을수록 치과위생

사에 한 업무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는 보고(Kang, 

2006)에 와 본 연구는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치과방

문 횟수가 높을수록 치과위생사에 한 업무를 자세히 

파악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이미지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치위생직에 한 소개나 설명을 

들은 경우에는 설명을 듣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 이미

지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 고등학생과 학부형, 

교사를 상으로 간호사의 인식도를 조사한 연구(Kim과 

Lee, 2012)에서 간호직에 한 소개나 설명으로 간호직 

인식도가 높았다는 양상과 유사하였다. 따라서 보다 명

확한 치위생직에 한 정보제공과 진로체험기회를 확

하여 치과위생사에 한 이미지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 중 진로 고려 시 부모님

과 상의를 하겠다는 학생이 58.9 %로 가장 많았으며 진

로 선택 시 치위생직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18.86 %로 부분이 고려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으며, 치

위생직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경우 직업적, 업무적 이

미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로를 고려하는 이유에는 

안정된 직업과 취업의 용이 등이 나타났다. 치과위생사

에 한 인식 부족과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치위생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이를 위한 홍보방안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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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이고 치과위생의 호칭의 정립과 업무의 재

정립화를 통한 앞으로의 치과위생사 이미지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실질적으로 고등학생들의 치위생

과 전공 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치과위생

사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

다. 치과위생사 이미지의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서 직업

적 이미지와 업무적 이미지, 개인적 이미지와 직업적 이

미지, 사회적 이미지와 직업적 이미지, 업무적 이미지와 

개인적 이미지, 업무적 이미지와 사회적 이미지, 개인적 

이미지와 사회적 이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이미지와 업무적 이미지는 

다른 요인간의 분석보다 다소 낮았으나, 모두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인문계 고등학생을 상으로 

치과위생사에 한 이미지와 치위생직  고려의사를 파

악하고자 시행된 연구였으나, 일부 고등학교를 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표집의 적절성에 다소 부족함이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치과위생사에 한 

이미지와 진로 고려의사에 관한 연구 결과는 진로를 고

민하는 고등학생에게 치위생직에 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

서는 더 많은 변수와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조사하여 

객관화되고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치과위

생사에 한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통한 바람직

한 치과위생사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생 1, 2, 3학년을 상으로 치

과위생사에 한 이미지와 치위생직 고려의사를 파악하

기 위해 부산광역시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

생 297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치과위생사에 한 이미지는 전체평균 3.87점이었

고, 이미지의 영역별 평균은 직업적 이미지가 4.09

점, 업무적 이미지가 4.07점, 개인적 이미지가 4.08

점, 사회적 이미지가 3.28점 순으로 나타났다.

2. 고등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치과위생사의 이미지

를 분석한 결과 중매체를 통해 치과위생사에 

하여 들은 경우, 치위생과 입시설명을 들은 경우, 

가족 중 치과관련 종사자가 있는 경우, 치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2~4년 이내인 경우 긍정적 이미지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3. 진로선택 시 치위생직을 부분 고려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4. 치과위생사 이미지의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서 직업

적 이미지와 업무적 이미지, 개인적 이미지와 직업

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와 직업적 이미지, 업무적 

이미지와 개인적 이미지, 업무적 이미지와 사회적 

이미지, 개인적 이미지와 사회적 이미지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 고등학생의 치과위생사에 한 이미

지는 다소 긍정적이었으나, 사회적 이미지가 낮은 편이

었으며, 부분의 학생이 치위생직을 고려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치과위생사에 한 적극적

인 홍보와 진로체험으로 치과위생사에 한 바람직한 

이미지 구축과 치과위생사에 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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