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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 함양

구강질환 관리에 필요한 기초지식 함양

의료진의 따뜻한 인성과 봉사정신 함양

이론과 실기를 통한 능률적인 전문 기술인 양성

전문역량과 전인적 품성을 갖춘 구강보건전문인

치위생과

3년제
T. 031.740.1312
http://denthygiene.shingu.ac.kr

학과소개

취업 걱정 No! 취업이 확실히 보장되는 치위생과!

세계를 향해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는 치과계의 리더

강 재 경 (치위생(학)과 학과장)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동안 배움의 시간을 거쳐, 배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가치를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지식교육과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변화를 주도하는

실현하기 위해 직업을 갖게 되는데 세상에는 수많은 다양한 직종의 직업이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리더로서의 치과위생사, 환자를 위해 배려하는 치과위생사, 사회가 요구하는

당당하게 국가 면허를 부여받고 사회적 기여, 즉 많은 사람의 구강 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직업이라

능력 있는 치과위생사를 목표로 합니다.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식과

면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을 습득하고 공중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업무능력을 배양하여 현장

신구대학교 치위생과는 전문 직업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이수하면 보건의료인

적응력을 갖춘 구강보건전문인으로서의 치과위생사를 양성합니다.

국가시험인 치과위생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구대학교는 40 여년 동안 한국 치위생 교육의 역사를 이끌어오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치과위
생사를 배출하였고, 치위생 분야에서 신구대학의 저력을 굳건히 지키며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구강 보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모든 교수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와 가치는 진료실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취업 분야를 넓혀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로서 취업과 자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신구대학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내용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합격률(최근 5년)
전국
97.5%

3년 과정
치위생과 졸업
치위생 전문학사

1년 과정
치위생학과
전공심화 졸업

4년 정규과정
치위생
학사학위 취득

87.8%

2016

다양한 분야의 취업!

97.3%

86.8%

2017

94.3%

91.5%

83.2%

2018

80.0%

2019

신구대

96.7%

84.6%

2020

다양한 융합직무분야
전문가로 진출

풍부한 취업분야,
폭 넓은 선택

| 겸임 및 시간강사 13명

| 치위생과 전임교수 34명

| 기타기관 29명

| 치과의원 약 1,800여 명
|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치과위생사 55명
| 치과병원 57명

| 보건소 및 보건지소 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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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과 주요소식
❶ Global Program

궁금하세요? 물어보세요!
	치과위생사는 뭘하는 직업인가요?
	치과위생사는 치과 병·의원에서 치과의사와
협조하여 스케일링 등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의료기사입니다. 단순히 진료

2019 글로벌챌린지(캐나다)

보조와 스케일링을 떠나서 구강질병을 예방

글로벌챌린지(킹스컬리지 런던 영국)

하는 예방활동 및 치과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
합니다.

❷ 교내행사

	치과위생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위생(학)과에 입학하여 3년 혹은 4년 동안
전공과목을 이수한 다음 실기와 필기 두 차례
국가시험을 통해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할
2019 제42회 예비치과위생사 선서식

수 있습니다.

2019 전공심화 학술세미나

	간호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동아리 활동

	간호사는 치과 전문인력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단순히 치과의사의 간단한 협조와 기구준비

❶ S. D. E.C.

❷ 루카(LU KE )

혜화동 라파엘 클리닉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치과대학과의 연합동아리로 마포구 보건소에서

를 포함한 스케일링과 예방업무를 전담할 수

무료 치과진료봉사를 함.

무료 치과진료봉사를 함.

있습니다

정도를 할 수 있지만 치과위생사는 진료협조

창업 동아리
덴탈힐(Dental Heal)
일상생활에서 구강병 예방의 가장 기본인 치면세균막의 자가관리
를 바른 소비를 통해 개인에 맞춰 “다르게 더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의 구강건강증진 및 유지를 돕는 활동

졸업생 인터뷰

치과위생사의 길

안녕하세요,
저는 치위생과 27기 졸업생 이은지 입니다.
현재 주한미군 평택 소재의 캠프험프리스 내에 Carius Dental Clinic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캠프험프리스는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할 만큼 규모가 큽니다. 따라서 저희 클리닉 또한 전 세계 미군 부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
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쟁 시 군인들이 치과적 문제없이 언제라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치과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과는 일반진료를 진행하는 General Dentistry, 환자들의 Dental Hygiene과 Nutrition을 담당하는 Dental Hygienists,
치주과, 보존과, 보철과, 교정과 및 소아치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과기공실 및 Reception에도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은지
(동문 03학번
미8군 Camp Humphreys
Carius Dental Clinic 근무)

환자들은 미국 군인들이 주를 이루며, 부분적으로 미군의 가족들과 카투사의 치과치료도 제공합니다.
현재 미8군 치과진료부에는 저를 포함하여 6명의 동문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세연 선생님(81학번), 윤현숙 선생님(81학번), 정숙자 선생님(81학번), 권미영 선생님(86학번), 장윤희 선생님(99학번) 또한 함께
근무 중이며 앞으로도 많은 동문 들이 미군 부대 내 치과 취업에 관심 갖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