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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AAnnnaaalllyyysssiiisssooofffdddeeennntttaaalllhhhyyygggiiieeennniiisssttt'''ssswwwooorrrkkkllloooaaadddooonnn

pppiiitttaaannndddfffiiissssssuuurrreeessseeeaaallliiinnngggwwwooorrrkkk

Heo,Kyeong-Ok,R.D.H.
Advisor:Prof.Kim,Dong-Kie.D.D.S.,M.S.D.,Ph.D.
DepartmentofHealth,
GraduateSchoolofHealth,ChosunUniversity.

kkkeeeyyywwwooorrrdddsss:::pppiiitttaaannndddfffiiissssssuuurrreeessseeeaaallliiinnnggg,,,dddeeennntttaaalllhhhyyygggiiieeennniiisssttt,,,wwwooorrrkkkllloooaaaddd,,,qqquuueeessstttiiiooonnnnnnaaaiiirrreee

OOObbbjjjeeeccctttiiivvveeesss:Withimprovementinthequalityoflife,communityresidents’
interestinanddemandfororalhealtharealsoincreasing.Pitandfissure
sealing works are being carried outin orderto activate oralhealth
programsforearlypreventionandmanagementofdentalcaries,oneof
majororaldiseases.Thepresentstudyanalyzedtheworkloadofdental
hygienistinchargeofpitandfissuresealing atcommunityoralhealth
fields.

MMMaaattteeerrriiiaaalllaaannnddd mmmeeettthhhooodddsss:::We conducted a questionnaire to 132 dental
hygienistsof117communityhealth(sub-)centersonGyeongsangnamdo.

RRReeesssuuullltttsss:::
1.Among oralhealthprogramspromotedbycommunityhealthcenters,
theamountsofpitand fissuresealing worksis32%,and flu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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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thrinsingworksis28.2%.
2.Schooldentalhealthroom hascovered78.8% inworkingplace.
3.Thenumberofworkfrequencyis1-2timesperweek(39.4%).
4.The average time ofsealing pertooth was 3-5 minutes,and the
averagenumberofteethsealedwas20-30perdays(30.4%).

5.Theaveragetimeofpitandfissuresealingworkswas3-4hoursper
day(35.6%),andthedurationoftravelingwas10-30minutes(42.4%).

CCCooonnncccllluuusssiiiooonnnsss:::Weneedtodevelopatoolforanalyzingdentalhygienists’
workloadfittinglytothecharacteristicofcommunityandtoevaluateoral
healthprogram personnelefficiently.



- 1 -

Ⅰ.서 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구강건강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도가 높아
지면서,구강진료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한 구강보건의 양과 질적인 측면
에서의 발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1).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서는 각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야 한다.따라서 구강
보건 관리의 실질적인 효과는 지역사회 구강보건 관리에서 나타난다.그
래서 지역사회에서 구강보건 관리를 활성화시켜야 국민의 구강건강이 향
상될 수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보건소의 구강보건 관리기능이 국민의 구
강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2).
국민건강증진법 제 17조와 제 18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 23조에

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강보건사업을 계획하여 구강보건교육사업,
수돗물불소화사업,구강건강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치면열구전색사업(치
아홈메우기사업),불소용액양치사업 등의 구강보건사업을 하도록 명시하
고 있다3).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구강보건진료인력은 필수적이
다.그래서 원 등4)은 공중보건치의사의 구강병 예방과 구강보건사업 실태
를 조사하여 보고한바 있다.문 등5)은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현황 등을 조
사 분석하여 구강보건진료인력인 치과의사(공중보건치의사)와 치과위생사
가 확보되어 있는 이들 지역 중에서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역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보건(지)소에서 치면열구전색사업 실시율이 불소용액양치사업,구
강보건교육사업,구강검사 중에서 높게 조사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치면열구전색은 우식증이 가장 빈발하는 교합면과 협면 및 설면의 소와와
열구를 합성수지로 메우는 술식으로 우식예방 효과는 치면열구전색재가
계속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는 열구나 소와에서 발생하는 교합면 우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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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5～90%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6).영구치우식증은 교합면에
대부분 발생되므로7),교합면 우식증에 대한 예방효과가 높은 치면열구전
색은 효과적인 우식증 예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적인 우식증 예방법인 치면열구전색을 통하여 국민들의 구

강건강을 증진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구강보건이 중요시되면서8),정부에서
는 2002년부터 치면열구전색사업을 국가구강보건사업으로 채택하고 전국
적으로 확대실시며,초등학교 아동의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수행
하고 있는 치면열구전색 시술의 보급률과 치면열구전색 수혜자와 비수혜
자 간에 우식발생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도 조사되었다9),10).
구강보건진료인력의 일원으로 보건(지)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위생

사의 점차 확대화,다양화 되고 있는 역할11)과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
석이 필요하나 연구보고가 부족한 실정이다.치면열구전색사업을 포함한
보건(지)소 구강보건사업 수행관련 업무실적과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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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조사대상 및 방법

222...111...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
전국에서 치면열구전색사업 실적이 가장 많은 경상남도 지역을 대상으

로 20개 시․군에 소재하는 19개의 보건소,1개의 의료원,97개 보건지소
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155명을 전수조사 하였다.치과위생사 155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132명(85.2%)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222...222...조조조사사사방방방법법법
2007년 5월 진주시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1차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일부 설문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본 연구를 위해
3차례에 걸쳐 단계별로 사전 연락을 통해서 연구에 대한 목적을 설명한
후,155부의 설문지를 전체 대상자들에게 전자메일,회수용봉투를 동봉한
우편을 발송하였다.여러 차례 협조를 구하여 우편회수,전자메일회수,전
화로 직접 설명하여 응답한 설문지 등을 최종적으로 3개월 후 총 132부
(85.2%)를 회수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실을 열람하여 구강보건사업 실적과,전국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수를 조사하여 본 연구의 연도별 경상남도의 구강
보건사업 실적과 전국대비 경상남도 보건(지)소 치과위생사 수 분석에 활
용하였다(표 14,15).
설문지는 총 15개 문항으로 일반적인 특성요인으로 연령,보건(지)소 근

무기간,근무부서 치면열구전색사업 형태 등 5개 문항을 조사하였고,업무
량 파악에 관한 5개 문항,치면열구전색사업을 수행하는 치과위생사 인력
현황에 관련하여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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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3...통통통계계계분분분석석석
회수된 설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10.0forWindows를 이용하였

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치면열구전
색사업의 업무형태 및 업무량 파악과 치면열구전색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현황 파악을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설문지 조사항목

항 목 내 용 문항 형태

일반적 특성 연령,근무기간,근무부서
시행하는 구강보건사업별 현황
사업형태

선택형객관식

업무량 파악 참여횟수
전색자별 1인 1일당 평균 전색치아 수
사업수행 평균 시간
1치아당 시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학교출장 사업 시 이동시간

선택형객관식

인력현황 파악 근무하는 인원
사업 수행 시 적당한 인원에 대한 평가
부족한 인력의 충원 방법
대체인력 충원 시 애로사항

선택형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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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조사 성적

333...111...응응응답답답한한한 치치치과과과위위위생생생사사사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는 132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의 경우에 35세 이하는 12명
(9.1%),36-40세는 41명(31.1%),41세 이상은 79명(59.8%)으로 나타나 41세
이상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보건(지)소 근무기간에서는 10년 이하는 12명
(9.1%),11-15년 이하는 50명(37.9%),16-20년 이하는 59명(44.7%),21년 이상
은 11명(8.3%)으로 나타나 근무기간이 16-20년 이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근무부서에서는 구강보건실은 18명(13.6%),치과실은 43명(32.6%),보건
지소는 62명(47.0%),구강보건센터는 9명(6.8%)으로 나타나 보건지소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치과실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2).

표 2.응답 치과위생사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 :명(%)

특성 구분 명 백분율
전체 132 100
연령 35세 이하 12 9.1

36-40세 41 31.1
41세 이상 79 59.8

근무기간 10년 이하 12 9.1
11-15년 이하 50 37.9
16-20년 이하 59 44.7
21년 이상 11 8.3

근무부서 구강보건실 18 13.6
치과실 43 32.6
보건지소 62 47.0
구강보건센터 9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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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율율율 및및및 투투투여여여 인인인력력력
333...222...111...보보보건건건(((지지지)))소소소에에에서서서 행행행해해해지지지는는는 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사사사업업업별별별 백백백분분분율율율
경상남도지역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의 구강보건사업별

실시현황을 보면 응답한 치과위생사 모두가 치면열구전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고,그 다음으로는 불소용액양치사업,구강보건교육사
업,구강검사 순으로 나타났다.복수 응답한 결과로 백분율로 환산한 경우
전체 구강보건사업에서 치면열구전색사업이 32.0%,불소용액양치사업이
28.2%로 경상남도 보건(지)소에서 수행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표 3.보건(지)소에서 행해지는 구강보건사업 투여 인력 백분율
단위 :명(%)

사 업 내 용 투여 인력 백분율 환산
전 체 132(100) 412(100.0)
치면열구전색사업 111333222(((111000000...000) 111333222(((333222...000)))
불소용액양치사업 116(87.9) 116(28.2)
구강보건교육사업 89(67.4) 89(21.6)
구강검사 56(42.4) 56(13.6)
기 타 19(14.4) 19(4.6)

*복수 응답.

333...222...222...근근근무무무부부부서서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사사사업업업 투투투여여여 인인인력력력
보건(지)소에서 행해지는 구강보건사업의 근무부서별로 조사한 결과,

불소용액양치사업에 116명(28.2%),구강보건교육사업 89명(21.6%),
치면열구전색사업 132명(32.0%),구강검사 56명(13.6%)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치면열구전색사업 투여 인력 백분율을 보면 모든 근무부서에서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구강보건실,치과실에서는 사업 투여 인력이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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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

표 4.사업장소별 구강보건사업 투여 인력 단위 :명(%)

구 분 불소용액
양치사업

구강보건
교육사업

치면열구
전색사업 구강검사 기 타 계

전 체 116(28.2) 89(21.6) 132(32.0) 56(13.6) 19(4.6) 412(100)
구강보건실 18(21.7) 18(21.7) 18(21.7) 18(21.7) 11(13.2) 83(20.1)

치과실 43(27.6) 43(27.6) 43(27.6) 27(17.2) . 156(37.9)
보건지소 46(35.7) 19(14.6) 62(48.1) 2(1.6) . 129(31.3)
구강보건센터 9(20.5) 9(20.5) 9(20.5) 9(20.5) 8(18.0) 44(10.7)

*복수 응답.

333...333...치치치면면면열열열구구구전전전색색색사사사업업업 업업업무무무량량량
333...333...111...보보보건건건(((지지지)))소소소 치치치면면면열열열구구구전전전색색색사사사업업업 참참참여여여 치치치과과과위위위생생생사사사 수수수
보건(지)소에서 주로 행해지는 치면열구전색사업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치과실 내원자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하는 치과위생사
수는 16명(12.1%),학교구강보건실출장으로는 104명(78.8%),구강보건센터
내원자 대상으로는 12명(9.1%)으로 나타나 학교구강보건실이용자 대상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표 5).

표 5.사업장소별 치면열구전색사업 참여 치과위생사 수 단위 :명(%)

구 분 치과실
내원자

학교구강보건실
이용자

구강보건센터
내원자 계

전 체 16(12.1) 104(78.8) 12(9.1) 132(100)
구강보건실 1(5.6) 16(88.8) 1(5.6) 18(13.7)
치과실 4(9.3) 35(81.4) 4(9.3) 43(32.6)
보건지소 11(17.7) 51(77.4) . 62(46.9)
구강보건센터 . 2(22.2) 7(77.8)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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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222...치치치면면면열열열구구구전전전색색색사사사업업업 참참참여여여 횟횟횟수수수
치면열구전색사업 참여 횟수를 살펴보면,전체적으로 매일은 36명(27.3%),

주 1-2회는 52명(39.4%),월 1-2회는 29명(21.9%),월 3～4회 이상은 15명
(11.4%)으로 나타나 주1-2회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매일,월 1-2회의
순이었다.
이는 보건(지)소 근무기간과 근무부서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식차이
가 나타났으며,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의 치면열구전색사업 참
여 횟수가 주1-2회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근무부서가 구강보건센터인
치과위생사들은 치면열구전색사업을 매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사업장소별 치면열구전색사업 참여 횟수 단위 :명(%)

구 분 매일 주 1-2회 월 1-2회 월3-4회 이상 계
전 체 36(27.3) 52(39.4) 29(21.9) 15(11.4) 132(100)
구강보건실 12(66.7) 4(22.2) . 2(11.1) 18(13.7)
치과실 11(25.6) 20(46.5) 8(18.6) 4(9.3) 43(32.6)
보건지소 4(6.5) 28(45.2) 21(33.8) 9(14.5) 62(46.9)
구강보건센터 9(100.0) . . . 9(6.8)

333...333...333...치치치과과과위위위생생생사사사 111일일일 평평평균균균 전전전색색색치치치아아아 수수수
치과위생사가 1일 평균 전색치아 수는 10개 미만은 25명(18.9%),10-20개

미만은 28명(21.2%),20-30개 미만은 40명(30.3%),30-40개 미만은 35명
(26.5%),40개 이상은 4명(3.0%)으로 조사되어 치과위생사들은 1일 평균 전색
치아 수로서 20-30개미만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30-40개 미
만의 순이었다.
치면열구전색사업 참여 횟수별 수행 치과위생사 1일 평균 전색치아수를 보

면 매일 전색사업에 참여하는 치과위생사는 1일 평균 30-40개 미만이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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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로 가장 많았고,주1-2회 치면열구전색사업에 참여하는 치과위생사는
1일 평균 10-20개 미만이 17명(32.7%)로 나타났으며,월1-2회 치면열구전색
사업 참여 치과위생사는 1일 평균 20-30개 미만이 9명(31.1%)이며,월3-4회
치면열구전색사업 참여 치과위생사는 1일 평균 20-30개 미만이 6명(4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표 7).

표 7.사업 참여횟수별 수행 치과위생사 1일 평균 전색치아 수
단위 :명(%)

구 분 10개미만 10-20개미만 20-30개미만 30-40개미만 40개 이상 계
전 체 25(18.9) 28(21.2) 40(30.3) 35(26.5) 4(3.1) 132(100)
매일 6(16.7) 2(5.6) 11(30.6) 17(47.1) . 36(27.3)
주1-2회 8(15.4) 17(32.7) 14(26.9) 11(21.1) 2(3.9) 52(39.4)
월1-2회 7(24.1) 7(24.1) 9(31.1) 4(13.8) 2(6.9) 29(21.9)
월3-4회 4(26.7) 2(13.3) 6(40.0) 3(20.0) . 15(11.4)

333...333...444...치치치면면면열열열구구구전전전색색색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 치치치과과과위위위생생생사사사의의의 111일일일 평평평균균균 전전전색색색시시시간간간
치과위생사들이 치면열구전색사업에 종사하는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1시

간 미만은 22명(16.7%),2시간 미만은 20명(15.2%),2-3시간 미만은 24명
(18.2%),3-4시간미만은 47명(35.6%),4시간 이상은 19명(14.4%)으로 나타나
치과위생사들은 치면열구전색사업에 종사하는 평균 시간으로서 3-4시간미만
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이는 근무지가 구강보건실 치과위생사들은 치면열구전색사업에 종사하는 1일
평균 시간으로 4시간 이상을 치과실 치과위생사들은 3-4시간 미만을 많이 언
급하였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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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사업장소별 1인당 1일 평균 치면열구전색사업 활동시간 단위 :명(%)

구 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계

전 체 22(16.7) 20(15.2) 24(18.2) 47(35.6) 19(14.4) 132(100)
구강보건실 5(27.8) 1(5.6) 2(11.1) 2(11.1) 8(44.4) 18(13.7)
치과실 2(4.7) . 11(25.6) 24(55.8) 6(14.0) 43(32.6)
보건지소 15(24.2) 19(30.6) 11(17.7) 15(24.2) 2(3.2) 62(46.9)
구강보건센터 . . . 6(66.7) 3(33.3) 9(6.8)

333...333...555...치치치과과과위위위생생생사사사 111치치치아아아당당당 평평평균균균 전전전색색색 시시시간간간
치과위생사에게 1치아당 시술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살펴보면,1분 이내는

1명(0.8%),1-3분 이내는 48명(36.4%),3-5분 이내는 65명(49.2%),5-7분 이
내는 12명(9.1%),7-10분 이내는 6명(4.5%)으로 조사되어 1치아당 시술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3-5분 이내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3분
이내의 순이었다(표 9).

표 9.사업장소별 1치아당 평균 전색시간 단위:명(%)
구 분 1분 이내 1-3분 3-5분 5-7분 7-10분 계

전체 1(.8) 48(36.4) 65(49.2) 12(9.1) 6(4.5) 132(100)
구강보건실 . 3(16.7) 11(61.1) 4(22.2) . 18(13.7)
치과실 1(2.3) 19(44.2) 19(44.2) . 4(9.3) 43(32.6)
보건지소 . 22(35.5) 30(48.4) 8(12.9) 2(3.2) 62(46.9)
구강보건센터 . 4(44.4) 5(55.6) . . 9(6.8)

333...333...666...학학학교교교구구구강강강보보보건건건실실실 이이이용용용자자자 시시시술술술시시시 이이이동동동 소소소요요요시시시간간간
학교구강보건실 이용자 시술시 이동 소요시간(왕복)을 살펴보면,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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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0분 이내는 11명(8.4%),10-30분 이내는 56명(42.4%),30-60분 이내
는 38명(28.8%),60-90분 이내는 21명(15.9%), 90분 이상은 6명(4.5%)으
로 나타나 치과위생사들은 학교구강보건실 출장 시술을 하는 경우 이동시
소요되는 시간(왕복)으로 10-30분 이내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그 다
음으로 30-60분 이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장소별로는 치과실과 보건지소 치과위생사들이 30분 이내로 가장 많
았고,그 다음으로 구강보건실 치과위생사가 30-60분 이내 순으로 조사되
었다.(표 10)

표 10.사업장소별 학교구강보건실의 사업시 소요 시간(왕복)
단위:명(%)

구 분 10분 10-30분 30-60분 60-90분 90분 이상 계

전 체 11(8.3) 56(42.4) 38(28.8) 21(3.0) 6(4.5) 132(100)

구강보건실 3(16.7) 4(22.2) 6(33.3) 5(27.8) . 18(13.7)

치과실 . 22(51.2) 19(44.2) 1(2.3) 1(2.3) 43(32.6)

보건지소 8(12.9) 30(48.4) 11(17.7) 8(4.8) 5(8.1) 62(46.9)

구강보건센터 . . 2(22.2) 7(77.8) . 9(6.8)
*:치면열구전색시술 시간은 제외

333...444...치치치면면면열열열구구구전전전색색색사사사업업업의의의 인인인력력력현현현황황황 파파파악악악
333...444...111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 치치치위위위생생생사사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예예예상상상 인인인력력력
치면열구전색사업 수행시 치과위생사 인력 충원 요구자의 필요 예상 인원

수를 살펴보면,먼저 전체적으로 2명은 12명(12.4%),3명은 8명(8.2%),4명은
34명(35.1%),5명은 27명(27.8%),6명 이상은 16명(16.5%)으로 나타나 치과위
생사들은 적당한 인원으로 4명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5명,
6명의 순이었다.응답한 수행 치과위생사 132명 중 치면열구전색사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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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치과위생사 중에서 수행 인력에 대해 부족하다고 인지한 97명을 사업
사업장소별로 분석한 결과,치과실과 보건지소에서 필요 예상 인원을 4명으
로 각 42.5%,35.4%로 조사되었다(표 11).

표 11.사업장소별 필요 예상 인력
단위 :명(%)

구 분 인력충원요구필요 필요 예상 인원
무 유 2명 3명 4명 5명 6명

전 체 35(26.5) 999777(((777333...555))) 12(12.4) 9(9.3) 333444(((333555...111)))27(27.7)15(15.5)

구강보건실 . 14(14.4) 4(28.6) 1(7.1) 5(35.8) 3(21.4) 1(7.1)

치과실 . 40(41.2) 2(5.0) 2(5.0) 17(42.5) 11(27.5) 8(20.0)

보건지소 . 34(35.1) 6(17.6) 6(17.6) 12(35.4) 9(26.5) 1(2.9)

구강보건센터 . 9(9.3) . . . 4(44.4) 5(55.6)

333...444...222...치치치면면면열열열구구구전전전색색색사사사업업업 수수수행행행 인인인력력력 충충충원원원 방방방법법법
보건(지)소에서 치면열구전색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충원방법을 알아보면,

먼저 일용직(비정규직)치과위생사는 67명(69.1%),신규채용은 3명(3.1%),타부
서 직원은 8명(8.2%),기타는 19명(19.6%)으로 나타나 치과위생사들은 치면열
구전색사업 수행시 부족한 인력 충원방법으로 일용직(비정규직)치과위생사를
가장 선호하였다.
이는 근무경력의 모든 구간에서 일용직 치과위생사의 충원 비율이 높게 나타
났으며 특히,2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치과위생사들은 90%이상의 응답
율을 보였으며,경력이 많을수록 일용직 치과위생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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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근무경력별 사업 인력충원 방법 단위 :명(%)

구 분 일용직
치과위생사 신규채용

*근무부서
직원 기타 계

전 체 67(69.1) 3(3.1) 8(8.2) 19(19.6) 97(100)
10년 이하 6(66.7) . 2(22.2) 1(11.1) 9(9.3)

11-15년 이하 25(69.4) 2(5.6) 3(8.3) 6(16.7) 36(37.1)

16-20년 이하 27(64.3) 1(2.4) 2(4.8) 12(28.5) 42(43.3)

21년 이상 9(90.0) . 1(10.0) . 10(10.3)
*근무부서:치과실,구강보건실,보건(지)소,구강보건센터

333...444...333...일일일용용용직직직 인인인력력력의의의 활활활용용용상상상 애애애로로로요요요인인인
치과위생사에게 일용직(비정규직)치과위생사인력의 활용상 애로요인은 무

엇인지 알아보면,고용조건 및 업무조건에 맞지 않음은 35명(26.5%),책임의
식 결여는 49명(37.1%),구하기가 힘들다는 30명(22.7%),어려움 없음은 12명
(9.2%),기타는 6명(4.5%)으로 나타나 치과위생사들은 고용조건 및 업무조건
에 맞지 않음과 책임의식 결여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이는 근무경력별로 보면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자들은 응답율 60% 이상이 책
임의식 결여,고용조건 및 업무조건에 맞지 않음을 애로요인으로 응답한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10년 이하에서는 구하기 힘들다는 응답이 4명(33.3%),
11-15년 이하에서는 책임의식결여가 19명(38.0%)로 경력이 많아질수록 책임
의식결여,고용조건 및 업무조건에 맞지 않음,구하기 힘들다 순으로 조사되
었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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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근무경력별 일용직 인력의 활용상 애로요인
단위 :명(%)

구 분
고용조건 및
업무조건에
맞지 않음

책임의식
결여

구하기
힘들다

어려움
없음 기타 계

전 체 35(26.5) 49(37.1) 30(22.7) 12(9.2) 6(4.5) 132(100)
10년 이하 2(16.7) 3(25.0) 4(33.3) 2(16.7) 1(8.3) 12(9.1)

11-15년 이하 13(26.0) 19(38.0) 12(24.0) 5(10.0) 1(2.0) 50(37.9)
16-20년 이하 17(28.8) 20(33.9) 13(22.0) 5(8.5) 4(6.8) 59(44.7)
21년 이상 3(27.3) 7(63.6) 1(9.1) . .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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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총괄 및 고안

초등학교 시기는 기존의 유치가 영구치로 교환이 되는 시기로서 일생동안
구강건강의 기틀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로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보
건복지부가 국가구강보건사업으로 치면열구전색사업을 채택하고 치면열구전
색사업은 영구치가 나기 시작할 무렵부터 우식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전국
초등학교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보건소의 구강보건인력을 활용하여
무료로 시행하며 보건소에 지원하고 있다12).본 연구자는 구강보건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상남도 보건(지)소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155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132명의 응답한 설문지를 분석하여 치면열구전색사업의 치과위생사
업무량을 파악하여 사업 수행 인력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제공
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2004년 구강보건현황조사에서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최우선으로 조사13)되었

던바 있었고,도 등14)은 학교집단 치면열구전색사업이 학교 잇솔질사업,학교
불소용액양치사업과 더불어 주요 보건사업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배15)는 치면열구전색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전색 후 불소도포사업을

병행하고,우식의문치면에 대해서는 전색 후 관리를 건전치면에 비하여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논한바 있고,치면열구전색사업의 합리적,지속적인 확
대발전을 위한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업무 지침에 대한 평가 틀이 마련되어 명
시되어야 하며,전국 보건소에서 매년 실시하는 치면열구전색사업에 대한 평
가가 제대로 실시되도록 권장되어야 하며 각 지역 보건소에서 실시되는 사업
의 평가가 정확히 보고되어,다음 해의 사업기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검
토16)되어야 함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 지역의 연도별 구강보건사업별 실적

중 치면열구전색사업이 2004년도와 2005년도 모두 전국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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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조사되었다.연도별 구강보건사업 실적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평균과
비교했을 때 치면열구전색사업의 경우 경상남도 지역의 건당 수혜자 수가 평
균 2배가 높았으며,불소용액양치사업을 제외한 모든 구강보건사업 실적에서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4).

표 14.연도별 경상남도의 각종 구강보건사업 실적 단위:건수(수혜자 수)

※자료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

경상남도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수는 2006년도 보건복지부 자
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보다 보건소 1.9배,보건지소는 2.0배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표 15).
이는 본 연구조사 대상자 보건소 61명,보건지소 62명,구강보건센터 9명으

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경상남도 보건소 근무 치과위생사의 본 설문에 대한
응답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 15.전국대비 경상남도 보건(지)소 치과위생사 수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투자기획팀(2006년도)

연도별 구강보건사업 실적과 전국대비 보건(지)소 치과위생사 수를 통해서
경상남도 지역의 보건(지)소 수행 치과위생사의 간접적인 업무분석과 업무량

구 분 구강보건교육 치면세마 불소용액양치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 기 타
2004년도 8,106

(189,997)
10,856 2,258

(141,396)
111444777,,,666333666
(((555333,,,777333555)))

1,515
(837)

165,743
(125,574)

전국평균 9,340
(133,132)

8,468 10,028
(245,661)

57,927
(2,1526)

1,094
(1,152)

66,646
(64,311)

2005년도 19,992
(231,291)

17,652 3,048
(369,004)

111444111,,,222888000
(((555111,,,444888888)))

1,514
(887)

150,618
(122,312)

전국평균 8,368
(12,0977)

7,952 8,826
(208,176)

47,541
(19,676)

1,127
(651)

56,589
(60,974)

구 분 보건소 보건지소
전국평균 34.7 43.1
경상남도 65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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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이 가능하며,이는 일반 행정업무를 포함시켜 보건(지)소 수행 치과위생
사의 업무량 분석을 위한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005년도 치면열구전색사업 실적을 건 당 수혜자 수로 나눠서 전색대

상자 1인 평균 2.74개의 전색치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이 결과는
전 등17)의 전라북도 일부 시 지역 청소년 대상에서 0.96개,울산광역시 치면
열구전색실태를 연구한 신 등18)의 조사 결과에서는 1.28±1.79개,김 등19)의
0.83개와 비교시 높은 편으로 이러한 데이터가 본 연구자가 경상남도 지역
보건(지)소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표 3에서 보건(지)소에서 행해지는 구강보건사업 투여 인력별 백분율을 보

면 치면열구전색사업이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불소용액양치사업,구강보
건교육사업,구강검사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문 등5)의 공중보건치의사를
대상 구강보건사업별 실시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와 비슷한 치면열구전색사
업,불소용액양치사업,구강보건교육사업,구강검사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원
등4)의 보고에 의하면 보건지소의 주업무에 대한 공중구강치과의사들의 응답
은 예방치료업무가 주업무이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는데,이는 일반인 대상으
로 하는 공중구강보건사업과 환자대상으로 예방치료를 하는 것 구분을 지어
조사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 수행 치과위생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는 차이
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4에서 구강보건사업 투여 인력을 근무경력별로 분석한 결과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사업 수행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김 등2)은 지역사회구강보
건사업 평가에 대한 업무 중 업무중요도에서 구강보건실 근무자가 치과실 근
무자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났으나 공중구강보건사업이나 대상별 구강보건사
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고 실천도에 있어서는 낮은 수
준으로 특히 치과실 근무자가 낮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본 조사에서 미흡했
던 근무지별 분석과 업무의 중요도 및 실천도를 포함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성27)은 보건(지)소 치과위생사의 수행업무 실태조사에서 치면열구전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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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시율이 58.8%,사업의 희망여부는 94.7%라 보고하였고,치면열구전색사
업 실시기간은 1-9일이 19.9%로 나타났으며 희망일수는 20-49일,50-99일,
100일 이상이 각 25.5%,21.7%,24.3%로 보고한 바 있다.
표 5의 사업장소별 치면열구전색사업의 수혜자 조사에서 학교구강보건실

이용자가 거의 모든 장소에서 높았는데 이는 정 등23)의 조사에서도 학교 출
장 중심으로 구강위생사가 시술하는 업무 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1치아당 평균 전색시간이 3-5분으로

조사되었는데,김 등20)의 연구에서는 대상 아동 1인당 평균 1.2개의 치아를
전색하는데 평균 5.29분이 소요 김 등21)의 연구에서는 6.08분 Burt22)의 연구
에서는 숙달된 인력이 평균 5-8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 조사된 3-5분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이 출장시술로 이루어져서 치면열구전색시술시 사
용이 간편한 유니트체어 작동 등으로 시간적 측면에서 단축할 수 있었던 것
으로 사료된다.
표 11연구에서 수행치과위생사들의 사업 수행시 인력 부족에 대한 인력충

원요구자의 응답율이 높게 나온 것과 정 등23)의 연구에서 치면열구전색사업
수행제약요인 으로 전문인력 부족과 전색장비의 미비가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과 비슷한 결과로 사업 수행에 있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
었으며,향후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치면열구전색사업 투여 인력이 거의 모든 보건(지)소에서 수

행하는 결과와 차이가 있는 정 등의 결과는 치면열구전색사업수행율이 보건
소에서 64%,보건지소에서 39%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바가 있는데 이를
상급구강보건행정조직의 담당자가 관급수불화사업이나 학교집단치면열구전색
같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구강보건사업을 시․군․구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또한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치과위생사의 반수 이상이 구강보건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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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구강보건업무나 구강상병예방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종사하여야 할 전문
인력인 구강보건인력이 적재적소원칙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고 보고하였는데,본 연구에서 미흡했던 공중구강보건사업과 일반 행정업무
의 업무 백분율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향후 연구 분석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조 등26)은 현행 법률에 규정된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교육필요도에서 치아

홈에우기사업(치면열구전색사업)이 상위 5위 안에 들며 전체 90%이상으로 교
육필요도가 높게 보고한 바 있다.이는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 치면열구전색사업 투여 인력이 높게 나
타났는데,사업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므로 교육에 대한 필요도 또한 높게 나
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전반적인 구강보건실태 조사나 구강건강 증진도를 통계처리 할 수 있는 인

력을 보강하는 한편,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보강이 절실하며 특히 구강보건
업무를 효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통계 및 업무의 저산 시스템
을 개발 및 보편화함으로써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하 것으로
사료되었다.인력보강을 목적으로 일용직 치과위생사의 충원으로 나타난 고
용조건 및 업무 조건,책임의식결여 등으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제
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전문화 되고 다양해지는 업무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사업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와의 비교 분석을 통
한 기초자료 마련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이 등28)은 간호사의 업무량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의 홉킨즈 병원을 중심으

로 한 효율적인 간호 인력 활용에 도움을 주는 도구를 이용 환자를 분류 체
제에 맞게 분류하여 간호 인력 산정 및 할당,간호 업무 분담 계획,환자 배
치,효과적인 간호인력 활용,의료 수가 결정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보건(지)소의 겨우 환자 분류에 따른 업무량 분석이 어려운 점을 감안
해 사업별 분류에 따른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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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권 등25)과 이 등28)의 연구에서 사용한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
는 도구나 지수를 이용하여 보건(지)소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업무량을 파악하여 구강보건인력 수요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마련하고자
하였으나,현재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치위생사의 업무량을 산출할 수 있
는 도구 개발의 부진으로 인하여 설문작성에 어려움이 많아 연구를 함에 있
어서 미흡한 점이 많았으며,또한 기존의 보고서나 현행 보건(지)소 치과위생
사의 전문성에 따른 직무분석 되어 있지 않아 치면열구전색사업에 대한 업무
량 분석하는 데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업무량 분
석을 위한 도구 마련과 분야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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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도 증

가 되고 있다.이에 각 지역 보건소 지원으로 중대구강병의 하나인 치아우식
증을 조기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면열구전색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보건(지)소 근무 치과위생사 중
심의 치면열구전색사업 수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사업관련 업무량
을 분석하여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연구하였다.경상남도 117개소 보건(지)
소 등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법을 이용한 자료를 분
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보건소 구강보건사업 중 치면열구전색사업 투여인력이 32%,불소용액양치
사업이 28.2%이었다.

2.치면열구전색사업 장소는 학교구강보건실이 78.8%로 가장 많았다.

3.치면열구전색사업 횟수는 주 1-2회가 39.4%가 가장 많았다.

4.1치아 당 평균 전색시간은 3-5분이 소요되었으며,1일 평균 전색치아 수는
20-30개가 30.4%로 가장 많았다.

5.치면열구전색사업 활동시간은 1일 평균 3-4시간이 35.6%,이동소요 시간
은 10-30분이 42.4%로 가장 많았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서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량을 체계
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효율적인 구강보건사업 인력평가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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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Analysisofdentalhygienist'sworkloadonpitandfissure
sealingwork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
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다 음 -
1.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
의 복제,기억장치에의 저장,전송 등을 허락함

2.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배포ㆍ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저장,전송 등은 금지함.
4.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
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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