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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urrent trends note that individuals utilize the information provided through online knowledge search services, to solve their curiosity for
news and world events, as well as to read information written by others and acquire new knowledge on a variety of sub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questions about dental hygienists, in an effort to know which information they would want to gain through
a web-based question and answer service. The questions were available through the service from October 2002 to March 2017, and it was
through the web-based question–answer service in Naver that is called knowledge iN which was searched, using the key words of
chigwawiseangsa and chiwiseangsa in the Korean language. As a result, there were a total of 1693 questions about the profession of the
dental hygienist occupation which were extracted and analyzed. In particular, it was noted that the high school students asked about the
occupation of dental hygienists the most.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required the information about the required entrance
examination and employment in this growing field of study, and it was noted that the university students and dental hygienists wanted
to know more information regarding statistics of available employment of dental hygienists (such the job options that would be available
as upon graduation from their certificate program, etc.). The information orders that the questioners wanted answered were determined
and identified as follows: employment (39.3%), entrance examination (18.8%), working conditions (11.5%), tasks (11.3%), and
curriculum (9.4%). When the information captured from the questions from the participants and questioners were assorted in detail, the
detail information orders that the questioners wanted were as follows: information on applicable places of study, such as the available
university (13.0%), annual salary (11.5%), prospects (10.3%). overseas employment (9.3%), and public dental hygienists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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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식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식을

서

론

습득한다[2].
2000년 10월 인터넷 한겨레에서 만든 국내 지식검색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소비자의 정보 요구 및 이에 대

비스의 최초 모델인 디비딕을 시작으로 2002년 10월 네이

한 충족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버가 선보인 지식iN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네티즌들의

있다[1]. 지식검색이란 네티즌끼리 묻고 답하며 정보를 만

참여가 본격화 되었다[3]. 1990년대 후반부터 IT열풍을 타

들어 가는 커뮤니티서비스로서 누군가 질문을 올리면 자

고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검색서비스를 제

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일종의 온라인 백과사

공해 온 가운데, NHN 네이버의 경우 2011년 기준 국내 검색

전을 만들어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식검색은 네티

서비스 시장에서 60~70%의 시장을 점유하였고[4], 2016년

즌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질문과 답변을 한다는 점에서 관

48%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http://www.pitchone.co.kr/7235/)

련 사이트 안내 수준에 그치던 기존의 검색서비스와 차별

국내 검색시장의 지배적사업자로 여전히 위치하고 있는

화된 쌍방향 검색이다. 이제 사람들은 수많은 궁금증에 대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의 지식iN을 통하
여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에서 생활상식까지
손쉽게 교환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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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82-42-600-6381, Fax: +82-42-600-6565
E-mail: denthwang@konyang.ac.kr

치과를 방문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이 33.6%이고[6] 치위생학과 입학 지원 시 포털사이
트 검색을 하는 사람이 55.9%에 이른다[7], 온라인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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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국내연구 관련 검색결과, 네이버, 네이트, 다음에
등록된 지식서비스를 이용하여 구강관리에 대한 인터넷
상담 4,212건의 질문을 분석한 연구가 존재하였다[8]. 지
식검색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기간 중 뉴스와 신문의 보건의료정책 선거 보도 기
사에 관한 분석연구[9]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분야에 비해 치과분야에 있어서 온라인 정보를 이용한 연
구는 활발하지 않아 보인다.
치과위생사가 환자들에게 간호사나 언니, 아가씨 등으로
불리는 경우가 30%가 넘는 것을 고려할 때[10] 일반인들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이에 따라 대한치과위
생사협회는 치과위생사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2017년
도에 지하철, 버스 등 외부광고를 포함한 대중광고를 집행하
였다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7164).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해서는 대
중들이 치과위생사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알기 원하는지

Fig. 1. The flow chart of this study.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검색
시장 1위인 네이버의 지식iN에서 법적명칭인 치과위생사
와 통용명칭으로 불리는 치위생사에 대한 질문을 검색하

iN에서 치과위생사와 치위생사라는 키워드를 이용하여

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직군에 대한 정보 요구

2002년 10월부터 2017년 3월 사이에 올라온 질문으로 검

를 분석하고자 한다.

색하였다. 치과위생사로 검색한 결과는 총 12,087개, 치위
생사로 검색한 결과는 총 11,474개 이었다. 이중 치과치료
나 구강보건과 관련된 질문을 제외하고 치과위생사 직군

검색보고

에 관한 질문만 추출하였다. 그 결과 치과위생사로 검색했
을 때 총 798개의 질문과 치위생사로 검색했을 때 895개

Fig. 1과 같이, 양방향 지식검색서비스인 네이버의 지식

의 질문, 총 1,693개 질문이 자료로 추출되었다. 포털사이

Table 1. The frequencies of request informations according to the questioner groups when “Chigwawiseangsa” and “Chiwiseangsa” in
Korean were searched through Naver Jisik iN data from October in 2002 to March in 2017
Category

Keywords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College
students

Dental
Hygienist

Etc.*

Total

Chigwawiseangsa
Chiwiseangsa

111(13.9)
108(12.1)

300(37.6)
373(41.7)

122(15.3)
141(15.8)

157(19.7)
119(13.3)

108(13.5)
154(17.2)

Entrance examination

Chigwawiseangsa
Chiwiseangsa

57(29.7)
32(25.2)

122(63.5)
78(61.4)

5(2.6)
9(7.1)

3(1.5)
2(1.6)

5(2.6)
6(4.7)

Employment

Chigwawiseangsa
Chiwiseangsa

25(7.9)
29(8.3)

103(32.6)
132(37.8)

64(20.3)
60(17.2)

109(34.5)
87(24.9)

15(4.7)
41(11.7)

Working conditions

Chigwawiseangsa
Chiwiseangsa

14(13.7)
14(11.0)

35(34.3)
67(52.8)

17(16.7)
21(16.5)

21(20.6)
11(8.7)

15(14.7)
13(10.2)

Curriculum

Chigwawiseangsa
Chiwiseangsa

3(6.3)
24(21.6)

18(37.5)
50(45.0)

17(35.4)
25(22.5)

1(2.0)
0(0.0)

9(18.8)
12(10.8)

Task

Chigwawiseangsa
Chiwiseangsa

9(9.5)
6(6.2)

21(22.3)
21(21.6)

10(10.6)
8(8.2)

1(1.0)
2(2.1)

53(56.4)
60(61.9)

Etc

Chigwawiseangsa
Chiwiseangsa

3(7.5)
2(2.4)

1(2.5)
25(29.8)

9(22.5)
18(21.4)

22(55.0)
17(20.2)

11(27.5)
22(26.2)

“Chigwawiseangsa” is a legal term for a dental hygienist in Korea.
“Chiwiseangsa” is not a legal term for a dental hygienist in Korea, but is widely used by the general public.
*
means the questioners that didn’t show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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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frequencies of details of request informations when “chigwawiseangsa” and “chiwiseangsa” in Korean were searched
through Naver Jisik iN data from October in 2002 to March in 2017
Category
Entrance examination
University
Admission grade
Employment
Public dental hygienists
Prospect
Certificate
Expectancy of career
Overseas employment
Working conditions
Annual salary
Welfare
Duty hours
Curriculum
Licensing examination
Content of education
Task
Etc
Male
Total

Chigwawiseangsa
N(%)

Chiwiseangsa
N(%)

192(24.1)
121(15.2)
71(8.9)
316(39.6)
77(9.6)
80(10.0)
48(6.0)
36(4.6)
75(9.4)
102(12.8)
84(10.5)
13(1.6)
5(0.6)
48(6.0)
29(3.6)
19(2.4)
94(11.8)
40(5.0)
6(0.7)
798(100.0)

127(14.2)
99(11.1)
28(3.1)
349(35.4)
70(7.8)
95(10.6)
40(4.5)
62(6.9)
82(9.2)
127(14.2)
110(12.3)
14(1.6)
3(0.3)
111(12.4)
40(4.5)
71(7.9)
97(10.8)
84(9.4)
22(2.5)
895(100.0)

Total
N(%)
319(18.8)
220(13.0)
99(5.8)
665(39.3)
147(8.7)
175(10.3)
88(5.2)
98(5.8)
157(9.3)
229(13.5)
194(11.5)
27(1.6)
8(0.4)
159(9.4)
69(4.1)
90(5.4)
191(11.3)
124(7.3)
28(1.7)
1693(100.0)

“Chigwawiseangsa” is a legal term for a dental hygienist in Korea.
“Chiwiseangsa” is not a legal term for a dental hygienist in Korea, but is widely used by the general public.

트의 지식검색기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10-30대라

은 공무원, 전망, 자격증, 직업수명, 해외취업으로 분류하

는 선행연구[6]가 있었고 본 조사에서도 10-20대가 대다수

였다. 근무조건은 연봉, 복지, 근무시간으로 분류하였고 교

를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 대상자의 특성을 연령

육과정은 국가고시, 교육내용으로 분류하였다. 업무의 경

대별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기타(질문자의 특성에

우 다양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하위 카테고리를 지

대한 정보가 없음)로 구분한 후 질문 유형을 분석하였다.

정하지 않았으며, 기타의 경우 남자치과위생사에 관한 질

질문자가 치과위생사임을 밝힌 질문이 276개(16.3%)였으

문이 하위 카레고리로 지정하였고, 그 외의 다양한 질문으

며, 치과위생사는 질문유형이 일반인과 다를 것으로 예상

로 구성되었다.

되어 대상자 분류를 따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

Table 2와 같이 치과위생사와 치위생사로 각각 검색 시,

단되어 별도로 분류하였다. 각 질문의 주제별 분류는 연구

질문의 비율은 치과위생사에서는 입시, 취업 쪽의 비율이

자들의 논의를 통해 합의되는 카테고리로 지정하였으며,

높았고, 치위생사에서는 근무조건, 교육과정, 기타 쪽의 비

입시, 취업, 근무조건, 교육과정, 업무, 기타로 분류하였다.

율이 높았다. 전체 질문 중 가장 많은 것은 취업으로 665

질문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정보요구도의 빈도를 분석하

건을 차지하였고 그 중에서 전망, 해외취업, 공무원 비율

였다(Table 1). 치과위생사로 검색 시에는 고등학생, 치과

의 순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입시로 319건이었고, 그 중

위생사, 대학생, 중학생, 기타 순이었고 치위생사로 검색

대학정보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세 번째는 근무조건

시에는 고등학생, 기타, 대학생, 치과위생사, 중학생 순이

으로 229건이었으며, 그 중 연봉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

었다. 대상자에 따른 질문유형을 살펴보면 중학생과 고등

네 번째로는 업무에 관한 질문이 191건이었다. 기타 중에

학생은 입시관련 질문이 가장 많았고 대학생과 치과위생

서는 남자치과위생사에 대한 질문이 28건이었다.

사는 취업관련 질문이 가장 많았다. 기타군에서는 치과위
생사의 업무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고

본 연구에 수집된 1,693개의 질문유형을 확인하면서 연
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하위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찰

급변하는 지식 환경 속에서 온라인을 통한 지식협업의

(Table 2). 입시는 대학정보, 입학성적으로 분류하고, 취업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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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은 두드러지고 있다. 인터넷 환경의 집단지성을 대표

과 법으로 기술되어 있는 업무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하는 위키피디아를 비롯해서 한국의 협업형 집단지성인

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지식iN, 독립되고 분산된 정보를 고도로 발달된 기술과 알

현장에서 치과위생사들의 업무가 법적 업무인지 아닌지에

고리즘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는 페이지랭크

대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다[19].

(PageRank)까지 통합형 집단지성은 종이 지식을 넘어서

선행연구[8, 9]는 인터넷 검색 후 수작업으로 모든 질문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다[11]. 집단지성에 의한 온라인 지

을 분류 분석하였고, 본 연구 또한 연구자들에 의한 수작

식환경은 개방성, 평등성, 다원성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업으로 모든 질문을 분류 분석하였다. 지식검색서비스가

있고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음을 공평하게 반영하는 것이 그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90% 이상의 적합성을

장점이다[12]. 온라인 지식공유에 있어서 참여자의 특성분

보이나 질문의 제목과 전체 질문이 부적합한 지식의 질문

석[13], 질문분석[8,14,15], 검색행태 분석[1,16], 특정용어

분포가 56.3%를 나타내고 있다는 연구[15]는 여전히 연구

사용 분석[17] 등 다양한 연구들이 2000년대 들어서 시행

자가 관련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질문 내용을 읽고 해

되었다.

석하는 수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 지식iN서비스를 검색하여 치과위

기도 하다. 그러나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자료의 양이 갈수

생사, 치위생사라는 용어를 키워드로 사용하여 치과위생

록 방대하며 더 많은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 직군에 대한의 질문 총 1,693개의 질문 유형을 분석했

연구자가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연구자로 하여금 상

다. 치과위생사로 검색을 하는 비율이 47.1%, 치위생사로

당한 시간을 요하게 된다. 따라서, 온라인에서의 정보를

검색을 하는 비율이 52.9%로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고

이용하고 수작업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분석이 이루어질

등학생, 대학생, 기타에서는 치위생사로 검색을 하는 비율

수 있도록 구강보건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연구할 수 있

이 더 높았다. 이에 치과위생사와 치위생사라는 용어가 현

는 연구자의 필요성이 앞으로 더 강조되리라고 사료된다.

실에서 혼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임을 고려해 볼 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온라인 전문상담원으로서 수

관련 단체에서 직군에 관한 정확한 명칭 홍보가 필요할 것

백에서 수천 명의 인원이 확보되어 있고[14,17] 관련 전문

으로 사료된다.

가들이 정확한 지식전달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치과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는 연령대가 10-30대라고

생사와 관련된 답변의 경우 응답자의 특성이 불분명한 경

연구된 선행연구[6]와 같이, 질문자의 중학생 비율이

우가 많아 응답자 특성에 관한 사항은 조사에서 배제하였

12.9%(219건), 고등학생 비율이 39.8%(673건), 대학생 비율

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위해서 지식검색사이트는 질문자

이 15.5%(263건)로 10-20대의 비율이 68.2%(1155건)에 달

와 답변자의 연령이나 학력, 직업 등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목적이 일반인의 치과위생사 직군에 대

개선된다면 신뢰성은 확보가 되겠지만, 개인 정보유출과

한 정보 요구를 분석하고자 함임을 볼 때 특정 연령대의 대

같은 문제와 결부되어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치과위

상자에 치우친 정보를 분석한 것이므로 이후 연령대에 관

생사와 관련된 지식검색서비스의 질문에 대해 치과위생사

한 조사를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이 아닌 다른 연구방법을

단체들이 앞장서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제안하는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령대가 10-20대로 치우쳐 있어 분석

바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질문의 전체적 비율도 취업과 입시 쪽에서 높게 나타난 것

네이버의 검색엔진만을 선정하였으나, 그 외에 다양한 지

으로 보인다. 취업에 있어서 치과위생사의 취업전망이나

식검색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후 다양한 검색사이트를

해외취업, 공무원취업, 직업수명 순으로 빈도가 나타난 것

추가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율의 증가와 일자리의 질, 직업 안
정성 등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18]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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