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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assess dental hygienists’ level of digital literacy and its effect on occupational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Methods: The online survey results, obtained from 307 respondent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IBM
SPSS 20.0 software.
Results: The factors affecting the technology portion of digital literacy included age (P ＜0.001),
years in career (P ＜0.001), number of personnel in workplace (P =0.009), level of education
(P =0.001), region of workplace (P =0.002), and form of workplace (P =0.021). The factors affecting the application portion of digital literacy included age (P ＜0.001), years in career (P =0.009), and
number of personnel in the workplace (P =0.008). The level of occupational self-efficacy positively
affected the technology portion of digital literacy, while organizational commitment positively affected the technology portion and negatively affected the application portion of digital literacy.
Conclusions: Although this study has limitations, it carries significance as a survey of dental hygienists’ digital literacy standing. To adapt to and function in the current society of digital informatics,
ongoing education and research on digital literacy are warranted.
Key Words: Dental hygienist, Digital literacy, Occupational self-efficacy, Organizational commitment

터넷,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의 범위가 넓어지고 소통이 쉽고

서 론

자유로워짐으로써 정보를 올바르게 생산과 활용을 할 수 있는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으로써 모바일 인터넷, 빅 데이터, 클라우드

리터러시 능력을 갖춘 인재가 중요해졌다3).

등을 중심으로 한 직업 세계 및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 시대에

Han 등4)은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를 디지털화된 정

필요한 핵심 능력으로 디지털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

보 및 기술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 소통과 지식 생산을 위해 신뢰할 수

디지털 활용 능력만큼 디지털 자료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디지털

있는 정보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인지적으로 처리하

정보환경의 변화로 커뮤니케이션은 쌍방향적이고, 정보량의 증대와

며, 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Bennett and

2)

익명성의 성격으로 인해 정보처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인

Maton5)은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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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치과위생사 직종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

능력으로까지 의미를 확대시켰다.
스마트 사회로의 진입으로 보건복지서비스 및 많은 정보들이 디

시에 대한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털화되어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제공자와 피제공자로서 치

본 연구는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수

과위생사 또한 디지털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

준과 역량을 파악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따른 직무효능감과 조

교육자료 개발, 구강관리용품사용법 및 칫솔질 교습, 환자의 치료 전

직몰입도를 분석하여 구강보건현장에서의 적용해 보고자 함에 그 목

후 교육, 진료과정협조 및 치료 후 유의사항과 계속 관리 교육 등의 교

적을 둔다.

육자로서의 업무가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능력이 필
수적이다. Kim 등6)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 경영관리지원

연구대상 및 방법

이 업무 중요도와 교육 필요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경영관리
지원은 진료자료관리, 인력관리 등의 병의원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

근무 중인 전국 치과위생사를 연구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을 시행

해야 하므로 디지털 역량을 갖추어야 함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러

하였다. 본 조사 전, 치과위생사 10명에게 예비조사를 시행하여 명확한

나 2022년 2월 기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보수교육 사이버 강의 56개

문장으로 수정·보완하였다. COVID-19로 인하여 전국 단위 조사 오프

중에서 디지털과 관련된 강의는 6개에 불과했다7). Lee와 Lee8)의 연구

라인 조사는 어려운 환경이었으며, 접근이 쉽고 단순한 방법의 온라인

에서 보수교육 시 스마트기기의 활용 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

조사로 전체 응답이 이뤄졌다. 2021년 9월 1일부터 2021년 10월 5일

하겠다는 의견이 59.9%로, 높은 비율의 치과위생사가 교육에 디지털

까지 치과위생사 커뮤니티 인터넷카페에 구글 온라인 설문 링크를 배

기기를 사용할 것으로 대답했다. 이는 스마트기기 활용 의지는 있으나

포하고, 연구 참여 동의 대상자에 한해 응답을 수집하였다. 불성실하

그 역량 평가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 응답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30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양한 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Cho 등9)의 문헌 고찰 연구에
서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경험적 요인, 성격적 요인, 인지적 요인

였다. 연구는 2021년 8월 27일 제주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2021-08-015)의 승인을 받았다.

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통계학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은 Kang 등3)의 척도 중 신뢰도 0.7 이상인

적 특성 중에서는 학력, 연령, 직위가 디지털 리터러시에 정의 영향을

‘기술’, ‘활용’ 문항을 인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10)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는 나이와 직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

11)

위가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im과 Lee 의 연

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환산하여 측정하였으며, 각각 점수가 높을

구에서는 연령, 경력, 학력, 유아교육 기관, 개인-직무 적합성이 디지

수록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im12)의 연구에서는 유아교

측정하기 위하여 기술 영역인 인터넷, 소프트웨어 이해 및 사용과, 활

사의 학력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컴퓨터 활용능력이 높았다고 하였

용 영역인 경제, 문화생활의 이용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기술 영역 7

다. 그러나 Heo와 Chung13)의 연구에서 유아교사는 경력이 디지털 리

문항은 소프트웨어 설치, 계정 생성과 앱 설치, 클라우드 연동관리, 한

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치과위생사의

글, 워드, 엑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문항이었다. 활용 영역 4

직무효능감과 조직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14,15)

문항은 SNS 공유,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 인터넷 구매 및 결제, 음악,

는 있었고, 외국인 내원 병의원 치과위생사의 영어의사소통능력이 높
을수록 직무 만족도와 조직 몰입이 높다는 보고 는 있었지만, 디지털

영화 감상 등의 문항이었다. 기술 영역의 Cronbach’s α값은 0.854
이고, 활용 영역은 0.802였다. 직무효능감 측정은 Thomas 등20)의 문

리터러시에 연관하여 직무효능감 및 조직몰입도를 알아보는 연구는

항을 인용하여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6문항으로 구성되

찾아보기 어렵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효율성, 직업전문성 및 업무만족

었다. Cronbach’s α값은 0.874였다. 조직몰입도 측정은 Allen and
Meyer21)가 개발하고, Kim22)이 수정·보완한 조직몰입도 문항 중 5문

16)

도가 낮을수록 직무소진이 빠르고17), 타 직종에서는 직무요인(개인-직
무 적합성)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보고 하였다18). 치

항을 인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값

과위생사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연관성이 낮을 수 있는 임상 업무를 맡

은 0.833이었다.

기도 하며, 디지털 리터러시와 연관성이 높은 구강관리 교육자의 역할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20.0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과 환자 관리와 병의원 관리자의 역할을 맡기도 한다. 그러나 대비되

P=0.05로 통계분석을 하였다. 응답자 일반적 특성에 관한 빈도분석을
하였고, 변수와 정규성 여부에 따라 independent t-test와 ANOVA를
시행하였으며, Scheffe와 Dunnett T3를 이용하여 사후분석을 하였
다.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에 미치는 요인분석과, 디지털 리터러시 능
력에 따른 직무효능감과 조직몰입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
을 시행하였다.

는 각각의 능력이 직무효능감과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
는 부족하다.
그동안 연령별,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관한 선행연구19)와 간호사, 유아교사 등의 타 직종 디지털 리터러시 수
준 및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10-13)는 다양하게 이뤄진 반면, 치과위생
사의 컴퓨터 활용능력 측정 및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치과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부문이 높아지고 디
지털화됨에 따라, 치과위생사도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능력이 중요하
므로 COVID-19 상황이 도래하여 근무환경, 교육방법 등의 커다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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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gital literacy by sociodemographic factors

Technology

n (%)
Sex
Female
Male
Age (years)
20-29
30-39
≥40
Career (years)
0-6
7-13
≥14
Number of personnel at workplace
1-4
5-8
≥9
Monthly salary (10,000 KRW)
<200
200-300
＞300
Work position
Staff
Team leader
Manager (sil-jang)
Academic background
College (3Y)
University (4Y)
Master’s or higher
Region of workplace
Seoul/Gyeong-gi
Jeju
Others
Form of workplace
Private clinic
Hospital setting
Others

Application

P

Mean

Mean

0.969
285 (92.8)
22 (7.2)

26.19±5.747
26.14±5.139

127 (41.4)
110 (35.8)
70 (22.8)

27.81±4.389a
25.96±5.989b
23.57±6.344c

128 (41.7)
99 (32.2)
80 (26.1)

27.63±4.699ab
26.57±5.831a
23.39±6.047b

165 (53.7)
89 (29.0)
53 (17.3)

26.71±5.725a
24.65±6.032b
27.11±4.505a

61 (19.9)
165 (53.7)
81 (26.4)

27.20±5.092
25.79±5.822
26.21±5.843

169 (55.0)
62 (20.2)
76 (24.8)

26.29±5.562
26.73±5.689
25.50±6.008

17.83±2.809
16.59±3.376
0.000***‡

0.000***
18.24±1.897a
17.93±2.920a
16.53±3.787b

0.000***‡

0.009**‡
17.99±2.373ab
18.09±2.688a
16.90±3.578b

0.009**‡

0.008**‡
17.84±2.893ab
17.07±3.275a
18.57±1.500b

0.260

0.718
17.85±2.645
17.81±2.643
17.52±3.428

0.426

0.164
17.64±2.829
18.34±2.103
17.46±3.400

0.001***‡
203 (66.1)
86 (28.0)
18 (5.9)

a

0.168
17.52±3.163
18.21±1.977
17.94±2.754

25.32±6.061
28.07±4.416b
26.94±4.771ab
0.002***†

148 (48.2)
104 (33.9)
55 (17.9)

a

0.245
17.94±2.836
17.36±3.134
17.93±2.332

26.70±5.336
24.64±5.791b
27.71±5.903ab
0.021**†

241 (78.5)
53 (17.3)
13 (4.2)

a

25.71±5.839
27.91±4.865b
27.92±4.734ab

P
0.051

0.622
17.68±2.977
18.08±2.260
17.46±3.045

*P<0.05, **P<0.01, ***P<0.001, †Post-hoc Scheffe, ‡Post-hoc Dunnett T3.

연구 성적

원 이상 81명(26.4%)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직
위는 일반사원이 169명(55.0%), 팀장급이 62명(20.2%), 실장급이 76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디지털 리터러시

명(24.8%)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력은 전문학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분석 결과는

사가 203명(66.1%), 학사는 86명(28.0%), 석사 이상은 18명(5.9%)이

Table 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285명(92.8%)으로 다수였으

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의 활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대는 20세 이상 29세 이하

다. 근무지역은 수도권은 148명(48.2%), 제주도는 104명(33.9%), 기

가 127명(41.4%), 30세 이상 39세 이하가 110명(35.8%)으로 나타났

타는 55명(17.9%)이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술에서 통계적으로

으며, 디지털 리터러시의 활용과 기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근무지 형태는 의원급은 241명(78.5%), 병원

있었다. 경력은 1년차 이상 6년차 이하가 128명(41.7%), 7년차 이상

급, 종합병원급, 대학병원은 53명(17.3%), 기타는 13명(4.2%)이었으

13년차 이하가 99명(32.2%)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리터러시의 활용

며,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과 기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근무지의 치과위생사
인원은 1명 이상 4명 이하는 165명(53.7%), 5명 이상 8명 이하는 89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다중회귀분석

명(29.0%), 9명 이상은 53명(17.3%)이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의 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다중회

용과 기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월급은 200만원 이

귀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회귀분석 시 각 항목별 비교 기준은 사

하 61명(19.9%), 20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은 165명(53.7%), 300만

원, 전문학사, 수도권, 의원급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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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digital literacy by sociodemographic factors

Category

B

SE

b

t

Technology
(Constant)
29.651
1.340
22.123
Age
.643
―1.359
―.186
―2.113
Career
.721
―1.547
―.220
―2.147
Number of personnel at workplace
.437
―.499
―.067
―1.144
Monthly salary
.522
.575
.062
.908
Work position
Staff (ref.)
Team leader
1.570
.892
.111
1.760
Manager
1.335
1.004
.101
1.330
Academic background
3-year college (ref.)
4-year university
1.591
.732
.126
2.174
Master’s or higher
2.118
1.402
.087
1.511
Region of workplace
Seoul, Gyeong-gi (ref.)
Jeju
.763
―.261
―.022
―.342
Others
.873
.851
.059
1.026
Form of workplace
Private clinic (ref.)
Hospital settings
1.025
.920
.068
1.113
Others
2.942
1.606
.104
1.832
F=5.045, P<0.001, R=0.413, R2=0.171, Adjusted R2=0.137, Durbin-Watson=1.913
Application
(Constant)
18.826
.712
26.424
Age
.342
―.910
―.248
―2.662
Career
.383
―.010
―.003
―.026
Number of personnel at workplace
.055
.232
.015
.237
Monthly salary
.007
.306
.002
.023
Work position
Staff (ref.)
Team leader
.973
.474
.137
2.053
Manager
.502
.534
.076
.941
Academic background
3-year college (ref.)
4-year university
.405
.389
.064
1.041
Master’s or higher
.556
.745
.046
.746
Region of workplace
Seoul, Gyeong-gi (ref.)
Jeju
.406
―.051
―.008
―.126
Others
.109
.452
.015
.240
Form of workplace
Private clinic (ref.)
Hospital settings
.489
―.009
―.001
―.018
Others
.263
.854
.019
.308
F=1.934, P=0.030, R=0.271, R2=0.073, Adjusted R2=0.035, Durbin-Watson=1.959

P
.000
.035*
.033*
.254
.365

.079
.185

.030*
.132

.732
.306

.267
.068

.000
.008**
.979
.812
.982

.041*
.347

.299
.456

.900
.810

.985
.758

*P<0.05, **P<0.01.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의 다중 회귀분석 결과, 회귀 모형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5.045, P＜0.001), 변수 간 상관관계는
2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이 높았다.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의 다중 회귀분석 결과, 회귀 모형은 통계적

0.413, 설명력은 17.1% (Adj. R =13.7%)로 나타났다. 나이(β=-0.186,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934, P=0.030), 변수 간 상관관계는

P=0.035), 경력(β=-0.220, P=0.033), 학사(β=0.126, P=0.030)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적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이 높았고, 경
력이 적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이 높았고, 학사가 전문학사보다

0.271, 설명력은 7.3% (Adj. R2=3.5%)로 나타났다. 나이(β=-0.248,

P=0.008), 팀장(β=0.137, P=0.04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디
지털 리터러시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적을
수록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이 높았고, 팀장이 사원보다 디지털 리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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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occupational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by digital literacy

Category

B

b

SE

t

Occupational self-efficacy
(Constant)
14.125
1.515
9.320
Technology
0.214
0.054
0.274
3.940
Application
0.147
0.108
0.095
1.366
F=20.224, P<0.001, R=0.343, R2= 0.117, Adjusted R2=0.112, Durbin-Watson=2.070
Organizational commitment
(Constant)
17.620
1.652
10.665
Technology
0.161
0.059
0.198
2.712
Application
0.118
―0.372
―0.230
―3.159
F=5.412, P=0.005, R=0.185, R2= 0.034, Adjusted R2=0.028, Durbin-Watson=2.002

P
0.000
0.000*
0.173

0.000
0.007*
0.002*

Independent variable: technology, application.
*P<0.05.

계없이, 연령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

시 활용이 높았다.

겠다. 그러나 Kwon과 Hyun19)의 연구에서는 40·50대가 20·30대보

3.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른 직무효능감, 조직몰입도 다중회귀분석

다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능력, 이용능력이 높았다. 비교적 학력이 높

연구대상자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른 직무효능감, 조직몰입도 다

고 전문·관리직의 경력이 많은 중·장년층이 온라인 및 컴퓨터를 사용
하는 업무를 오랜 기간 맡아온 이유라고 설명했으며, 본 연구 결과와

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른 직무효능감 다중 회귀분석 결과, 회귀 모

는 반대되는 결과였다. 활용능력에서는 40·50대가 20·30대와 차이

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20.224, P＜0.001), 변수 간

가 없다는 연구결과와도 달랐다. 중·장년층 직장인의 디지털 리터러

2

상관관계는 0.343, 설명력은 11.7 % (Adj. R =11.2%)로 나타났다. 기

시 촉진 요인으로 ‘업무에 필요해서(41.4%)’,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

술(β=0.274, P＜0.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직무효능감에

(32.8%)’가 가장 높았다. 연령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이 높을수록 직

정의 영향과 부의 영향의 연구결과가 모두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후속

무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른 조직몰입도 다중 회귀분석 결과, 회귀 모

경력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5.412, P=0.005), 변수 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Lee11)의 결과와 같았으나, 경력과는

2

상관관계는 0.185, 설명력은 3.4% (Adj. R =2.8%)로 나타났다. 기술

관계없다는 Kim12)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월급이 높을수록 디지

(β=0.198, P=0.007), 활용(β=-0.230, P=0.002)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게 나타나 조직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리터

가 없었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도 높아

러시 기술과 활용이 높을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다는 Song24)의 보고와는 달랐다. 하지만 월급만이 경제수준을 말하
는 것이 아니므로 경제수준을 대변할 수 있는 여러 지표로 연구할 필

고 안

요성이 있다.
사원보다 팀장이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부분에서 유의하게 높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치과위생사 직무기술서23)

다. 관리자급, 매니저급 간호사보다 일반 간호사가 디지털 리터러시에

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정보능력, 문서작성능력, 자기개발능력 등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10)와는 반대였다. 이는 직종별 근무 특

필요로 하고 교육실행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스마트사회의 시작

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하는 간호사

으로 인해 컴퓨터는 물론, 다양한 정보통신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디지

에 비해, 치과위생사의 경우 사원들은 주로 임상업무를 담당하므로 디

털 환경으로 변화되었다. 그곳에서 얻은 정보를 올바르게 생산과 활용

지털 리터러시 관련 업무 기회가 팀장급 치과위생사보다 적을 것으로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태도가 중요해졌다. 컴퓨터를 매개로 한 소통

예상되나 정확한 분석과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치과위생사 임상

의 변화는 구강보건계열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치과위생사 직종에서

직제표준안 연구25)에서 행정업무 및 직원인사관리(63.2%), 치과경영

의 컴퓨터 및 디지털 역량 수준 측정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치

관리(42.1%)의 경우는 치과위생사가 아닌 기타인력에서 업무가 수행

과위생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하고, 디지털 리터러

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 일반 사원이 아닌 실장급 치과위생사도 행정

시에 따른 직무효능감 및 조직몰입도를 파악하여 디지털 역량이 조직

업무보다는 환자관련 업무에 치중되어 있다는 Park 등26)의 연구가 있

에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 급변하는 정보통신 흐름에 맞추어 치과위생사 직위에 알맞은 디지

연령이 어릴수록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았다. 타 직종의 연구와 비
교해보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의 연구10)와 유아교사를 대상으
11)

12)

로 한 Kim과 Lee , Kim 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 직종과 관

털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령과 상관이 있는 경력, 월급, 직위 등을 종합하여 본 연구 결과
를 설명하면, 치과위생사의 연령, 경력과 직위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104

J Korean Acad Oral Health | 2022;46:99-105

영향을 미쳤지만, 월급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업무 관련 직

가진 디지털 인재가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3). 치과 및 구강보건 관련 기

위는 근무 기관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령, 경력과 관련하여 단

관 또한 환자진료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능력과 역량을 가진

순하게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인재들이 모여 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디지털시대 환경을 반영

전문학사보다 학사가 기술 부분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활용부분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고학력이 컴퓨터 정보 활용
12)

18)

한 직무 분석을 통해 구성원에게 알맞은 직무와 그에 따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 된다9).

능력이 높다는 Kim , Kim 등 의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

면허를 취득한 치과위생사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2018년 기준

서 석사 이상의 대상자가 5.9%밖에 되지 않아, 대상자를 늘려 연구할

으로 활동하는 치과위생사 비율이 45.9%로 감소하는 추세이다30). 치

필요가 있다.

과위생사의 능력을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

제주지역보다 수도권이 기술 부분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정보접근
27)

요하고, 치과위생사가 가진 전문성과 기술이 변화되는 구강보건 수요

및 정보 활용에서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Seo 의 연구를

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30). 구강보건계열에도 스마트사

반영한다. 그러나 디지털 분야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추고 산업 수요에 맞는 실무·전문 인력

2)

네트워킹이라는 특성 이 있어 지역적 차이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기

을 양성해야 하고, 조직 구성원의 맞춤형 교육 기회 및 교육훈련 채널

때문에 지역 격차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9).

근무지 형태에서는 기술 부분에서 의원급보다 병원급, 종합병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31)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99.1%가 여성

대학병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대학병원에서 구강보건교육, 보험심

이었고, 세전 월평균 임금은 247.42만원, 주당 근무시간은 37.2시간

사청구업무 등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치과위생사의 필요기술로 설명

이었다. 2020년 통계 자료로 보고된 한국치과의료연감32)에서 치과위

23)

되어 있다 . 이는 디지털 관련 능력을 갖춘 치과위생사가 의원급보다

생사의 근무 기관은 개인의원 84.8%, 병원급 이상 12.5%, 기타 2.7%

상대적으로 병원급 이상에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Lee와

이라고 하였고, 지역별 분포는 서울과 경기(수도권)는 45.5%, 제주

8)

Lee 의 연구에서 보수교육 중 교양강좌 항목은 학교, 보건소 등에 근

1.2%, 나머지 지역 53.2%였다. 그러나 본 연구 응답자는 개인의원

무하는 치과위생사의 교육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업

78.5%, 병원급 이상 17.3%, 기타 4.2%였고, 서울과 경기(수도권)는

무가 임상 분야에 집중된 개인병원 치과위생사보다 학교, 보건소 등의

48.2%, 제주 33.9%, 나머지 지역 17.9%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전

치과위생사가 컴퓨터 활용능력이 더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 지역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전국 활동 치과위생사의

활용 부분에서 5명 이상 8명 이하 인원의 근무지의 치과위생사보

1.27% 수준인 제주 지역30)의 응답이 33.9%에 이르는 등 지역 바이어

다 9명 이상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이 규모화 될수

스가 있을 수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온라

록 업무가 세분화된다는 연구28)를 반영한 것이다. 규모가 큰 치과 또는

인으로만 전체 조사가 이뤄져, 디지털 설문에 응답이 불가한 대상자가

구강보건관련 근무지에서 디지털 활용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디지털

제외되는 표집 선정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활용 능력이 있는 치과위생사들이 분포해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가 거의 없는 전국 지역 치과위생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직무 요

상급기관일수록 근무 인원이 많을 수 있으므로 이는 비슷한 결과를 나

인을 파악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스마트사회 중심에 있는 지금, 치과

타낼 수 있다.

위생사의 디지털 역량은 후속연구를 통하여 더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업무 중 치과 치료시 협조 업무, 구강검진

연구가 필요하다.

및 예진, 구강보건교육, 병원행정 및 관리, 예방치과처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29). 치과위생사의 능력이 오로지 행정 및 교육에 치중

결 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들을 가지고 업무 능력
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치과위생사가 생각하는 가장
29)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는 업무는 구강보건교육 이라고 했으므로, 이
러한 교육업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디지털 활용 역량 및 디지털 리

치과위생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과 그 수준에 따른 직무효능감
과 조직몰입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연령
(P＜0.001), 경력(P＜0.001), 근무지 인원(P=0.009), 학력(P=0.001),

터러시가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부분이 직무효능감과 조직몰입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치과위생사의 직무소진이 업무 효율
성, 직업 만족도가 낮을 때 나타난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인터넷 정보이용 수준이 높
24)

다는 Song 의 연구와 같다. 유아교사에서 직무요인(개인-직무 적합
18)

성)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와 컴퓨터 교수
효능감, 임파워먼트, 직무성과 순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에 직접적인 영
13)

향이 있다는 연구 와 맥락을 같이 한다.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 활용을 잘 하는 것 이상
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능력을

근무 지역(P=0.002), 근무지 형태(P=0.021)였다.
2.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연령
(P＜0.001), 경력(P=0.009), 근무지 인원(P=0.008)이었다.
3.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직무효능감에는 기술 부분이 정
의 영향을 미쳤고, 조직몰입도에는 기술 부분이 정의 영향을, 활용 부
분이 부의 영향을 미쳤다.
치과위생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현황과, 그 수준에 따른 직무효능
감과 직무몰입도에 미치는 요소를 분석한 연구이며, 지능정보사회에
서 구강보건계열의 산업수요에 맞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교육개발 및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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