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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 2018년도 한국치위생과학회 창립20주년 기념 행사 및 국제학술대회 일정표
◾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일시 : 2018년 10월 26일(금) 18:00~21:00
장소 : 라비돌 리조트 1층 대연회장(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86)
시 간

내 용

18:00 - 19:00

◾ 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연회

19:00 - 21:00

◾ 만찬 및 친교의 시간

21:00

◾ 연회 폐회

◾ 창립 20주년 국제학술대회
일시 : 2018년 10월 27일(토) 09:00~18:00
장소 : 수원과학대학교 도서관 3층 박지영홀, 종합강의동 601호
연자 : [호주]-로빈 왓슨 회장, [중국]-순보청 원장, [한국]-이현옥 교수
주제 : The Future of Dental Hygiene Science
시 간
09:00 - 09:30
09:30 - 10:30
1부

내 용
회원(도서관3층 박지영홀)
학생(종합강의동 601호)
등 록 및 포스터 게시
◾일반회원 논문발표
◾치위생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 GC(오영은)

[초청강연 1]
10:30 - 12:00

호주 치과위생사 직무와 교육과정
현황 (로빈 왓슨 회장)

12:00 - 12:30
12:30 - 14:00

- 오스템(최재희)
- 대웅제약(정원석)
- 서울대병원(이보나)

개 회 식
점심 식사
[초청강연 2]

14:00 - 15:30
2부

중국 치과계의 인력구성과 현황
-치과위생사의 해외진출을 중심으로:
(순보청 원장)
[초청강연 3]

15:30 - 16:30

한국 치위생학의 발전과제
(이현옥 교수)

16:30 - 16:40
16:40 - 17:20
3부

17:20 - 17:40
17:40 - 18:00

◾학생 논문경진대회 발표

Break time

Break time

◾임상치위생학 분과회(20분)
◾사회치위생학 분과회(20분)
◾회원 정기총회
◾일반회원 우수논문 및 포스터
시상식 및 폐회식

◾학생 시상식 및 폐회식

첨부2.

■ 찾아오시는 길
주소: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86(라비돌리조트), 288(수원과학대학교)
대표번호: 031-352-7150(라비돌 리조트) / 031-350-2114(수원과학대학교)

▲ 학술대회 장소:

⑧종합강의동 –601호 / ⑨도서관 204호 박지영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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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일반회원 논문 포스터 또는 구두발표 신청서
발표자(1인)

직위

연락가능한 휴대폰번호

□ 전임교원
□ 대학원생
□ 기타 ( 임상, 공무원 등)
논문제목

4. 예시 초록 참고

발표방법
□ 구두
□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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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미 1,2․신선정1,2†
1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2 강릉원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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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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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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계분석은 PASW Statistics 23.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강릉원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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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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