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를 향해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는 치과계의 리더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지식교육과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로

서의 치과위생사, 환자를 위해 배려하는 치과위생사,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있는 

치과위생사를 목표로 합니다.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하고 공중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업무능력을 배양하여 현장 적응력을 갖춘 구강보

건전문인으로서의 치과위생사를 양성합니다.

취업 걱정 No! 취업이 확실히 보장되는 치위생학과!

신 명 미 ｜ 치위생(학)과 학과장

신구대학교 치위생학과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강보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국가시험인 치과위생사 면허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

고 1년간의 전공심화 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구대학교 치위생학과는 임상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교수님들이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실습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

으로서는 가장 먼저 개설되어 이미 배출된 많은 졸업생들이 여러 곳에서 능력을 인정 받고 있고 치과위

생사의 리더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멘토 멘티 제도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취업이 보장되는 신구대학교 치위생학과에서는 구강보건전문가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

니다. 여러분의 끼를 마음껏 펼치길 기대합니다.

학과 소개 학과장 인터뷰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합격률(최근 5년)교육내용

•  치위생학과 전임교수 34명

•  치과의원 약 1,800여 명

•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치과위생사 60명

•  치과병원 57명

풍부한 취업분야,

폭넓은 선택

•  겸임 및 시간강사 17명

•  보건소 및 보건지소 68명

•  기타기관 39명

다양한 융합직무분야 

전문가로 진출

다양한 

분야의 

취업!

3년 과정  

치위생학과 졸업

치위생 전문학사

1년 과정  

치위생학과 

전공심화 졸업

4년 정규과정  

치위생  

학사학위 취득

 전국      신구대

2022

80.8%

94.3%

2018

83.2%

94.3%

2019

80.0%

91.5%

2020

84.6%

96.7%

2021

74.1%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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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역량과 전인적 품성을 갖춘 구강보건전문인

3년제

치위생학과

  구강보건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 함양      구강질환 관리에 필요한 기초지식 함양      의료진의 따뜻한 인성과 봉사정신 함양    

  이론과 실기를 통한 능률적인 전문 기술인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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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산업체인사 특강 2021 산업체인사 특강(온라인)

2021 전공심화 논문발표(온라인) 성남시치과의사회 장학금수여식

 S. D. E. C.

전국의대 연합 동아리로 혜화동 라파엘 클리닉에서 외국

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치과진료봉사를 함.

	루카(LU KE)

연세대학교 치과대학과의 연합동아리로 마포구 보건소에서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무료치과봉사를 함.

치위생학과 교내행사 졸업생 인터뷰

치과위생사는 뭘하는 직업인가요?

치과위생사는 치과병·의원에서 치과진료를 협조하며, 단독

으로 스케일링 등 구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사입니다.

단순히 진료보조와 스케일링을 떠나서 구강질병을 예방하는 

예방활동 및 치과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합니다.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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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습니다.

Q2

간호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간호사는 치과 전문인력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단순히 치과

의사의 간단한 협조와 기구준비 정도를 할 수 있지만 치과

위생사는 진료협조를 포함한 스케일링과 예방업무를 전담할 

수 있습니다

Q3

궁금하세요?  물어보세요!

Q&A

동아리 활동

덴탈힐(Dental Heal)

일상생활에서 구강병 예방의 가장 기본인 치면세균막의 자

가관리를 바른 소비를 통해 개인에 맞춰 “다르게 더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의 구강건강증진 및 유지를 돕는 활동

창업 동아리

안녕하세요. 

LG생활건강에서 근무 중인 25회 졸업생 국혜진 입니다.

LG생활건강은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를 생산, 판매하는 LG그

룹의 주요 계열사이며, 2001년 4월 모기업 ㈜LG화학에서 분사

한 회사입니다. 

1954년 국내 최초로 독자개발 튜브치약 '럭키치약'을 생산했습

니다. 이후 2004년 치약 발매 50주년을 기념하며 시작한 ‘페리오 

키즈스쿨 구강건강캠페인’ 업무를 위해 치과위생사를 채용하였

습니다.

캠페인 5년 차에 저에게도 기회가 닿아 오랄케어부문으로 입사하

여 페리오 키즈스쿨 캠페인을 기획, 운영, 평가하는 업무를 시작하

게 되었습니다. 약 8년간 마케팅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부서를 

이동해 대외업무부문 CSR팀에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과 전사 

기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좋아하고, 남들과는 다른 분야에서 내 역

량을 키워보고 싶은 동문 분들은 기업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

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확장되고, 그에 따라 취업

도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치과위생사의 길  

국 혜 진  (동문 2001학번,  

LG 생활건강  

CSR&커뮤니케이션팀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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