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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한국치위생과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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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한국치위생과학회 창립 20주년 – 치과의료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치위생교육의 방향
특별강연：“Health Science Education and Scientific Preparation”(박노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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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확인: 재무이사 송귀숙 교수(혜전대학교 ☎010-8731-9814)
※학회홈페이지(www.kdhs.or.kr)-학술대회등록-사전등록에서 온라인 등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수증 • 영수증 발급 안내 : 춘계학술대회 종료 후 학회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홈페이지(www.kdhs.or.kr)-로그인-마이페이지-증명서신청에서 증명서신청하기-승인후-출력가능
자. 춘계학술대회 관련 문의 : 총무이사 양진영 교수(대전과학기술대학교 ☎010-5545-7337)

첨부 1. 2018년도 한국치위생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표 1부.
2. 찾아오시는 길 1부.
3. 논문초록 제출규정 및 예시 1부. 끝.

한 국 치 위 생 과 학 회 장

총무이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양진영
시행

부회장

강동대학교 박명숙

한 치 과 2018-013호 (2018. 03.15)

우) 34504

회장 대전보건대학교 한양금

접수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 대전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전화 042 670-9195

Fax 042-670-9586

E-mail

ykhan@hit.ac.kr

공개

첨부1.

■ 2018년도 한국치위생과학회 춘계 학술대회 일정표
일시 : 2018년 4월 21일(토) 09:00~17:00
장소 : 건양대학교 대전 메디컬캠퍼스 죽헌정보관 301호
특별연자 : UCLA 박노희 석학교수
특별초청강연 ： “Health Science Education and Scientific Preparation”
주제 : 한국치위생과학회 창립 20주년
– 치과의료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치위생교육의 방향

시간

주제

09:00 - 09:30

등 록

09:30 - 09:35

개회식

09:35 - 10:30

회원 논문발표

한양금 회장

[특별초청강연]
10:30 - 12:00

“Health Science Education and
Scientific Preparation”

12:00 - 13:00

연자

박노희 석학교수
（UCLA 치과대학）

점심식사
[편집-1강좌] JDHS의 국제학술지 방향(25분)

한지형 교수
(편집위원장)

[편집-2강좌] 영어 논문 투고를 위한 Tip(35분)

황수정 교수
(편집이사)

13:00 - 14:00

14:00 - 14:10
14:10 - 14:40

Break Time
[제 １ 강연]
역량기반 치위생학 교육과정 개선 방안

배수명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제 ２ 강연]
임상지도자의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14:40 - 15:40

임상실습지도 표준화 적용방안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치위생(학)과 학생 임상실습

신선정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표준매뉴얼 사용법 소개
15:40 - 16:00

Break Time
김민정 대표(브레인스펙)

16:00 - 17:00

[토 론] 현장임상실습 표준화 적용방안 토론

김연주 부장(사과나무치과병원)
궁화수 교수(건양대학교)
신선정 교수(강릉원주대학교)

17:00

폐회식

첨부2.

■ 찾아오시는 길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대학교 대전 메디컬캠퍼스

▲ 춘계학술대회 장소: ⑥죽헌정보관 –301호
● 열차 이용
대전역, 서대전역 하차 – 201번 간선버스 or 택시 이용(서대전역이 대전역보다 좀 더 가깝습니다.)
•

서대전역 → 학교 : 택시요금 약 6,000원

•

대전역 → 학교 : 택시요금 약 10,000원

● 고속버스 이용
대전복합터미널 –
•

– 201번 간선버스

or 택시 이용

대전복합터미널 → 학교 : 택시요금 약 12,000원

● 자가용 이용
호남고속도로 서대전 IC
첫번째 신호등

→ 대전시내 방향으로 2Km진입 후

→ 지하차도를 지나 →

→ 좌회전 후 우회전 → 건양대학교 대전 메디컬캠퍼스

첨부3.

■ 논문초록 제출 규정 및 예시

1. 논문초록제출 양식
1) 한글 97이상으로 작성
2) 용지규격은 A4, 면수는 2면 이내
3) 글꼴 : 신명조체
2.글자크기
1) 국문제목 12 pt, 진하게
2) 영문제목 : 12pt, 진하게
3) 연구자이름 및 소속 : 10pt, 진하게
4) 영문 연구자이름 및 소속 : 10pt, 진하게, 소속은 이탤릭체
5) 색인 : 10pt, (5개 이내)
6) 중제목 : 1. 서론 - 2. 연구방법 - 3. 연구결과 - 4. 결론 - 5. 참고문헌 - 10pt 진하게
7) 내용 : 10pt.
8) 줄간격 : 200%
3. 반드시 교신저자 하단 표기 :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4. 예시 초록 참고

(예시초록)

성인 근로자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와 사업장 부속치과 현황 및 견해조사
Survey on the Status and Opinion of Dental Clinic and Facility with and
attached Dental Clinic for Promoting Oral Health of Adult Workers
이수향 1․배수명 1,2․신보미1,2․신선정 1,2†
1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2강릉원주대학교 구강과학연구소
Sue-Hyang Lee1, Soo-Myoung Bae1,2, Bo-Mi Shin1,2 and Sun-Jung Shin1,2†

1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Dentistr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2 Research Institute of Oral Scienc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Adult workers, Facility dental clinic, Oral health promotion, Public health center

1. 서 론

우리나라 성인은 인구의 66.5%로 직장이나 일터에서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근로자이며, 사회의 다양
한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으로 국가의 산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근로
자의 구강병으로 인한 연간 노동손실시간은 총 1,2000,000일이고,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약 1조 8천억
원이며, 구강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결근 경험율은 21.6%로 보고된 바 있다. 우리나라 구강보건사업은
2000년 구강보건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생애주기에 따라 구강건강증진사업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나, 접근성이 어려운 성인 근로자 대상의 사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
인 근로자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건강관리 모형개발을 위해 보건소 구강건강증진사업 담당자와 다
수의 성인이 집단으로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 내 부속치과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성인구강건
강증진사업의 현황과 담당자의 견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전국 254곳 보건소의 구강건강증진사업 담당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부속치과 27곳
중 대학 및 교정시설을 제외한 20곳 부속치과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우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보건소 구강건강증진사업 담당자와 부속치과 치과위생사로 구분하여 구성하여 일반
정보와 구강건강증진사업 현황 및 견해조사를 공통 19문항, 각각 11문항, 16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통계분석은 PASW Statistics 23.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강릉원주대학
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보건소 147곳(57.9%), 부속치과 9곳(45%)으로 총 274곳의 기관에서 156곳
(56.9%)이 회신하였고, 부속치과 20곳 중 10곳은 회사내규에 의하여 설문 회신 불가함을 밝혔다. 성인 근로
자 중심의 구강건강증진사업 현황은 보건소는 타부서 연계 프로그램(78.3%)과 구강건강생활 캠페인(79.7%)
과 같이 대부분 다른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었고(p<0.005), 부속치과는 환자 맞춤형 1:1 구강보
건교육(100.0%)과 연 1-2회 정기적인 스케일링(87.5%)과 같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대부분으로 나
타났다. 견해조사 결과, 보건소와 부속치과 모두 성인 근로자의 구강건강증진활동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중요하며(각각 94.5%, 100.0%), 향후 체계적인 성인 근로자를 위한 체계적인 구강건강증진사업이 개발된다
면 참여할 의사가 각각 89.0%, 100.0%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건소는 개발이 필요한 성인구강건강증진사
업 내용에 대해 ‘구강건강실천을 위한 환경조성(65.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속치과 연계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견해조사에서 부속치과는 사업주(55.6%) 및 보건관리
자(22.2%) 동의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조율(55.5%), 사업운영을 위한
스케줄 관리 및 조정(44.4%) 등이 협조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4. 결론

성인 근로자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구강건강증진사업 담당자와 부속치과 치과위생사의 활동 현
황과 요구도를 확인한 결과, 보건소는 집단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성인구강건강증진사업 운영이 가능하고,
부속치과는 보건소가 사업장과 연계하여 행정적인 절차의 조력자로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장 내 성인 근로자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건소와 사업장 부속치과가 연계하여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성인근로자의 구강건강증
진을 위한 보건소와 부속치과가 연계할 수 있는 계속구강건강관리 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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