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치위생과학회 학생학술포스터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수상작 발표
한국치위생과학회 학생학술포스터 경진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학생여
러분과 지도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적으로 우수한 많은 논문들 가운데 한정된 수상작을 선정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금상에 선정된 학생은 발표용 PPT를 10월 21(목) 18:00시까지
cindy-1109@hanmail.net로
2. 발표시간 : 10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질의응답 : 5분

(발표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발표순서는 공지 순입니다.

▶ 금상- 7편
1. 임상 치과위생사의 COVID-19 사태 이후 스트레스 현황 분석 (강릉원주대학교)
2. 강릉시 일부 치과의원의 마스크 재사용 현황 및 재사용된 마스크의 미생물 오염도 조사
(강릉원주대학교)
3. 일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턱관절 장애 및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련성 (건양대학교)
4. COVID-19로 인한 치과선정요인의 변화 (신한대학교)
5. Covid-19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구취 자가 인식도와 구강 관리의 관련성 (신한
대학교)
6. 노인 구강질환 정보에 대한 유튜브 콘텐츠 현황 분석 (을지대학교)

7.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 유행으로 인한 전공만족도 및 진로 방향에 관한 연구 (한
림성심대학교)

▶은상-8편
1. COVID-19 의료환경에서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지식과 수행, 직무 스트레스 및 대처가
이직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2. 한국 성인의 수면시간과 치주질환의 연관성 (선문대학교)
3. e-헬스 리터러시 수준에 따른 구강건강 관리능력 평가 (신한대학교)
4. 노인 대상의 국내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적 문헌고찰 (을지대학교)
5. 서울‧경기지역 노인 입 체조 운동 및 교육 실태 (을지대학교)
6. 보건계열 대학생의 심폐소생술 관련 지식 및 인식 차이 (전주비전대학교)
7. 대학생의 스트레스 인지 수준이 식습관 및 구강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8. 임상치과위생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연구 (혜전대학교)

▶동상-10편
1. 저온 대기압 플라즈마 전처리에 따른 불소바니쉬의 유지 효과 (가천대학교)

2. 교내 치위생학과 실습실 유니트 체어 물빼기 시간에 따른 세균 오염도 변화 (건양대학교)
3. 자가관리 교육을 통한 교정환자의 치면세균막 제거 효과 증례보고 (광주여자대학교)
4. 레진강화형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치주줄기세포 사멸 효과 (동서대학교)
5.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치과 직무능력 향상 연구 (신구대학교)
6. COVID-19 상황에서 재택근무로 인한 구강건강관리행태의 변화 (신한대학교)
7. 손 세정 방법에 따른 손 위생 정도 비교 (을지대학교)
8. 블렌딩티 종류별 적용이 시간경과에 따라 우치 착색에 미치는 영향 (을지대학교)
9. 치위생(학)과 재학생의 윤리성향,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만족에따른 전공만족도에 대한 연
구 (한서대학교)

10. 일부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치과공포와의 연관성 (혜전대학교)
▶장려상-3편
1. 칫솔 보관 장소에 따른 칫솔보관 방법의 세균 번식 정도에 대한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2. 코로나19에 따른 부모와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실태 변화 (단국대학교)
3.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교육방법 선호도와 구강보건교육의 방향성 (혜전대학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