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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intention of overseas employment and job satisfaction by Korean dental

hygienists.

Methods : We conducted a survey of 562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dental clinics nationwid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AS(Version 9.2, SAS Institute, Cary, N.C.) package.

χ2 test was used to deter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ncluding job satisfaction

level and intention to work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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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Old aged dental hygienists tended to work in the country rather than abroad(p<0.05).

Higher job satisfaction was closely related to working hours, monthly income, social status, and

stability of employment(p<0.05). Job satisfaction was concerned with intention to overseas

employment. The main purpose of overseas employment included economic benefits(35.99%),

self realization(26.75%), and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21.66%) in the group of overseas

employment(p<0.05). The obstacles to overseas employment were mastery of language

proficiency(60.94%) and related information(21.89%) in those who want to work abroad.

Conclusions :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Korean dental hygienists for overseas

employment, it is necessary to improve working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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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직업만족도 치과위생사 해외취업의사: , ,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위생계가 처해있는 환경은 빠르게 변

해가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괄목할 만한 성장과 변화를

보이고 있다 치과의료 서비스의 양적인 공급 확대와 의료수.

요의 다양화는 치과의료 분야의 첨단과학화와 질적 성장을

가져왔고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건강에 부여하는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치과위생사는 구강병 예방업무 공중구강보건 업무 구강, ,

보건교육 업무 및 치과진료협조 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중요

한 인력자원이다1) 최근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는 세계화.

열풍이 불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와서는 많은 치위생 학 과, ( )

학생들과 치과위생사들이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뉴질, ,

랜드 등으로 이민과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대학의

프로그램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거나 졸업 후 해외진출을

위한 이민과 연수 등 다수의 인력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치과위생사의 해외취업에 대한 요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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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며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를 구축,

하기 위한 기초자료도 부족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치과.

위생사의 해외취업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는 년도 오2011
2)

의 치위생과 간호과 학생의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 및‘ ,

태도에 관한 연구와 년도 이’ 2009
3)의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치과위생사의 인지도 조사 연구를 비롯하여 년 김’ 2006
4)의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과 만족도 및 해외취업에 관한‘

의식 등으로 관련 연구가 미비한 현실이다 지금까지 치과위’ .

생사의 해외취업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유는 해외취업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해외로 진출한 선례

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위생사와는.

달리 년 최근까지 간호사나 방사선사 치기공사 등 보건2012 ,

의료 인력들의 해외진출 및 취업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

져 오고 있으며 해외취업이 가장 활발한 간호사들의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5-12) 타 직종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해외.

취업의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연령 학력 결혼여부 소득, , ,

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7) 치과위생사의 경우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집단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진

바 없으며 어떤 부분이 이들의 해외취업의사를 실천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해외취업을 원하는

치과위생사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는 치과위.

생사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치과위생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해외취업에 대한 의사와 스스로 판단하는 해외취업의 방해요

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방법1.

학교 졸업 후 전국의 병 의 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

대상으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설문조사2013 2 1 2013 4 30

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포 전에 전화로 동의를 받고 우편과.

이메일 직접 방문을 통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총 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여 회수하였다 이중 설1,000 .

문에 충실히 답하여 분석에 사용 가능한 설문지가 562(56.2%)

부 수거되었는데 이중 부는 우편으로 부는 이메일로, 385 , 177

회수되었다.

연구 도구2.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치과위생사의 해외취업의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고려되는 일반적 특성과 직업 만족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을 세 세 세 세20~25 , 26~30 , 31~35 , 36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근무경력은 년 미만과 년 년, 2 2~4 , 5~9 ,

그리고 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직장규모는 치과의원 치10 . ,

과병원 대학종합병원 보건소 등으로 구분 하였다 학력수, ( ) , .

준은 전문대졸 학사졸업 그리고 대학원 졸업 이상으로 구분, ,

하였다 연구대상 명 중 남성은 명 이었고 나머지 명. 562 1 561

모두 여성이었기 때문에 성별에 대한 관련성은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

으로는 하루 중 주요업무의 만족도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 ,

수입에 대한 만족도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만족,

도 이직의사 고용안정성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매우그렇다, , ‘

점 그렇다 점 보통이다 점 그렇지 않다 점 매(5 )’, ‘ (4 )’. ‘ (3 )’, ‘ (2 )’, ‘

우 그렇지 않다 점 의 리커트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해외(1 )’ 5 .

취업에 대한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관심 있음과‘ ’

관심 있음을 의사 있음으로 보통 거의 관심 없음 전혀’ ’ ‘ ’ , ‘ ’, ’ ’, ’

관심 없음을 의사 없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 .

자료의 처리 및 분석3.

수집된 자료는 SAS(Version 9.2, SAS Institute, Cary, N.C.)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였으며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에 관한,

값은 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Cronbach’s 0.809 .α

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행하였고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

성 및 직업만족도와 해외취업의사의 관련성과 해외취업의사

와 해외취업에 대한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

을 실시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와 해외취업의사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t-test .

연구결과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1.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

었으며 세 와 세 가 대부분 이었, 20~25 (40.57%) 26~30 (31.49%)

다 근무기간은 년 이상에서 년 미만이 년 이상에. 2 5 30.25%, 5

서 년 미만이 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직장규10 28.47% .

모는 개인의원이 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경기지역49.11% , ㆍ

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로 가장 많았다 교육 정도60.85% .

는 가 전문학사였으며 는 학사의 학력을 가지65.84% , 28.29%

고 있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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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 Intention of overseas employment*

Age 20~25 228 40.57 3.81±1.00

26~30 177 31.49 3.42±1.14

31~35 72 12.81 3.13±1.29

36≤ 85 15.12 2.74±1.23

Employment period <2 107 19.04 3.78±1.02

(Years) 2~5>≥ 170 30.25 3.79±0.98

5~10>≥ 160 28.47 3.34±1.19

10≤ 125 22.24 2.81±1.26

Type of workplace Dental clinic 276 49.11 3.47±1.16

Private dental hospital 144 25.62 3.44±1.18

General hospital 107 19.04 3.40±1.22

Health center 35 6.23 3.34±1.26

Region of work Seoul ․Gyeonggi-do 342 60.85 3.46±1.18

The others§ 220 39.15 3.41±1.18

Educational attainment College degree 370 65.84 3.46±1.15

Bachelor's degree 159 28.29 3.47±1.23

Master' degree≤ 33 5.87 3.12±1.27

Total 562 100.00 3.46±1.18
*Intention of overseas employment: 5-very interested, 4-interested, 3-normal, 2-little interest, 1-not at all
§Gangwon-do, chungcheong-do, gyeongsang-do, chonra-do, etc
¶Column percentag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562) Unit:N(%), Mean±SD

Characteristics
Intention of overseas employment

N§
very

interested
interested normal little interest not at all

Age p<0.0001

20~25 228(40.6) 54(23.7) 113(49.6) 31(13.3) 24(10.5) 6(2.6)

26~30 177(31.5) 26(14.7) 79(44.6) 27(15.3) 34(19.2) 11(6.2)

31~35 72(12.8) 13(18.1) 18(25.0) 13(18.1) 21(29.2) 7(9.7)

36≤ 85(15.1) 9(10.6) 18(21.2) 10(11.8) 38(44.7) 10(11.8)

Employment period(years) p<0.0001

<2 107(19.0) 25(23.4) 51(47.7) 16(15.0) 12(11.2) 3(2.8)

2~5>≥ 170(30.3) 37(21.8) 86(50.6) 25(14.7) 18(10.6) 4(2.4)

5~10>≥ 160(28.5) 24(15.0) 66(41.3) 21(13.1) 38(23.8) 11(6.9)

10≤ 125(22.2) 16(12.8) 25(20.0) 19(15.2) 49(39.2) 16(12.8)

Type of workplace p<0.9461

Dental clinic 276(49.1) 52(18.8) 110(39.9) 42(15.2) 59(21.4) 13(4.7)

Private dental hospital 144(25.6) 26(18.1) 59(41.0) 19(13.2) 32(22.2) 8(5.6)

General hospital 107(19.0) 19(17.8) 43(40.2) 16(15.0) 20(18.7) 9(8.4)

Health center 35( 6.2) 5(14.3) 16(45.7) 4(11.4) 6(17.1) 4(11.4)

Region of work p<0.5049

Seoul Gyeonggi-doㆍ 342(60.9) 61(17.8) 146(42.7) 47(13.7) 65(19.0) 23(6.7)

The others§ 220(39.2) 41(18.6) 82(37.3) 34(15.5) 52(23.6) 11(5.0)

Educational attainment p<0.0889

College degree 370(65.8) 65(17.6) 155(41.9) 51(13.8) 82(22.2) 17(4.6)

Bacheloŕ s degree 159(28.3) 33(20.8) 60(37.7) 28(17.6) 24(15.1) 14(8.8)

Master' degree≤ 33( 5.9) 4(12.1) 13(39.4) 2(6.1) 1(33.3) 3(9.1)

Total(N(%)) 562(100.0) 102(18.2) 228(40.6) 81(14.4) 117(20.8) 34(6.1)
*Result of chi-square test

Table 2. Intention of overseas employment according to dental hygienists' characteristics Un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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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일반적특성에따른해외취업2.
의사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해외취업의사의 관련성

을 살펴 본 결과 연령과 근무기간에 따른 해외취업의사에,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해외취업에 대한 의사가 높.

게 조사되어 세의 경우 가 의사 있음이라고 답20~25 73.25% ‘ ’

한 반면 세 이상에서는 가 의사 없음으로 응답하는, 36 68.24% ‘ ’

등 연령에 따른 해외취업의사에 차이가 있었다 근(p<0.05).

무기간에 있어서는 년 이상 년 미만 근무한 치과위생사의2 5

가 의사 있음으로 응답하였고 년 미만 근무자의 경72.35% ‘ ’ , 2

우 가 의사 있음으로 응답하여 근무기간에 따른 해외71.03% ‘ ’

취업의사에 유의성을 나타내었다(p<0.05)<Table 2>.

Characteristics
Intention of overseas employment (%)¶

No(232) Yes(330) p-value*

Purpose of overseas employment 0.0001

economic benefits 43(20.09) 113(35.99)

self realization 63(29.44) 84(26.75)

acquire advanced technologies 27(12.62) 29(9.24)

improve the quality of work 42(19.63) 68(21.66)

the others 39(18.22) 20(6.37)

Possibility of overseas employment 0.0001

very much 3(1.29) 4(1.21)

much 21(9.05) 100(30.30)

normal 82(36.64) 125(37.88)

almost never 96(41.38) 98(29.70)

nothing 27(11.64) 3(0.91)

Preparation of overseas employment 0.0001

very much 0(0) 0(0)

little 1(0.43) 10(3.03)

normal 19(8.19) 96(29.09)

almost never 94(40.52) 173(52.42)

nothing 118(50.86) 51(15.45)

Barrier factor of overseas employment

lack of language abilities 137(67.82) 181(60.94) 0.0001

lack of reside abroad experience 12(5.94) 16(5.39)

lack of relevant information 15(7.43) 65(21.89)

economic difficulty 9(4.46) 15(5.05)

cultural difference 11(5.45) 7(2.36)

surroundings persuasion difficulty 12(5.94) 6(2.02)

the others 6(2.97) 7(2.36)
¶Column percentage
*Chi-square test

Table 4. Intention of overseas employment and understanding the overseas employment Unit:N(%)

Characteristics
Intention of overseas employment

No(232) Yes(330) p-value*

Satisfaction of main business 3.06±0.87 3.32±0.81 0.0003

Satisfaction of office hours 3.07±0.82 2.86±0.87 0.0036

Satisfaction of current income 2.75±0.96 2.27±0.87 0.0001

Satisfaction of social status 2.80±0.81 2.58±0.88 0.0033

Job attitudes 3.41±0.91 2.85±1.07 0.0001

Stability of employment 3.44±0.95 2.78±1.07 0.0001
*Result of t-test

Table 3.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 of overseas employment of dental hygienists Unit: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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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와 해외취업의사3.

치과위생사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해외취업의사의 관련

성을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관련성이 검토되었는데, ,

자신이 하루에 수행하는 업무 중 주요업무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해외취업의사에 차이가 검토되었다 해외취업(p<0.05).

의사가 있는 경우 자신의 주요업무 만족도가 더욱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근무시간 수입 사회적 지위(p<0.05). , , ,

그리고 고용안정성의 경우 해외취업의사가 없는 경우 더욱

높게 조사되었다 한편 이직의사가 높은 집단의 경우 해외취.

업의사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해외취업의사와 해외취업에 대한 이해4.

치과위생사의 해외취업 의사와 해외취업에 대한 이해의 관

련성을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관련성이 검토되었는데,

해외취업의사가 있는 집단에서는 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

으로 해외취업을 고민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자아(35.99%) ,

실현 업무의 질 향상 순으로 나타났다(26.75%), (21.66%)

해외취업 가능성은 보통 이 많다가(p<0.05). ‘ ’ 37.88%, ‘ ’

로 해외취업의사가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30.30%

검토되었다 해외취업준비는 의사가 있는 경우 거의(p<0.05). ‘

준비되지 않음이라고 가 응답하였다 해외취업방해’ 52.42% .

요인으로는 어학능력부족이라고 의사 있음이 의사‘ ’ 60.94%, ‘

없음이 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관련정보부족이’ 67.82% ,

라고 응답하였다21.89% (p<0.05)<Table 4>.

총괄및고안

해외취업은 한 나라의 노동력이 자기나라의 영토를 벗어나

외국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고용되어 일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이.

민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이민은 항구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데 비하여 해외취업은 한시적인 취업과 영구적

인 취업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해외취업은.

국제노동 이동 이라는 말이 가(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장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근로자의 이동, (workers migration)

또는 노동력 수출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labour export)

한다13).

몇 년 전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사회전(FTA)

반에 걸쳐 관심사였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양국 면허인정.

협정 이 합의될 것인지(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으며 이것은 국내 의료 인력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대해

쿼터제를 적용해서라도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의료인력 수.

요의 증가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의 시장개방 논의를 본격화시켜 많은 보건인력 이동의 증가

를 더욱 촉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는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14)
.

오늘날 세계화 시대는 국제적인 인구 이동과 다양한 삶을

선택하고 끊임없이 삶의 질을 높여가고자 하는 치과위생사들

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시 된다 향후 선진국들의 치과위생.

인력 수요의 증가가 가시화되고 우리나라의 치과위생사도

해외진출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지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치과위생사의 해외진출 요인을 분석하고 진출 대책을 수립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 해외취업 정보망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우리나라에 취업되어 있는 치과위생사의

해외취업에 대한 요구 정도를 알아보고 해외취업의사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해외취업의사의 관련성

을 살펴본 결과 치과위생사들의 해외취업의사에 대해서 의, ‘

사 있음이 의사 없음이 로 나타났다 김’ 58.72%, ‘ ’ 41.28% .
15)의

연구에서도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도 조사를 하였는데 해외취업의사는 있음이 없, ‘ ’ 70.6%, ‘

음이 로 나타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과’ 29.4%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해외취업의사에서는.

세의 경우 가 의사 있음이라고 답한 반면 세20~25 73.25% ‘ ’ , 36

이상에서 가 의사 없음으로 응답하여 연령이 낮을수68.24% ‘ ’

록 해외취업에 대한 의사가 높게 조사되었다 근무기간에 있.

어서는 년 이상 년 미만 근무한 치과위생사의 가2 5 72.35%

의사 있음으로 응답하였고 년 이상의 경우는 가‘ ’ , 10 32.80%

의사 있음으로 응답하여 근무기간에 따른 해외취업의사에‘ ’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
7)의 간호사 해외취업의향 연구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근무기간이 적을수록 해외취업을 더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
8)의 연구에서도 해외취업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간호사의 연령대 중 세가NCLEX 25~29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에서 언급되33.5% .

었던 것처럼 연령은 해외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로 작용한다13,16) 연령이 적은 경우 인적자본 투자로부터 얻.

는 잠재적인 수익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연령이 증가,

할수록 취업 실현 가능성이 적어지고 일을 포기하는데 따른

손실도 크기 때문에 해외취업을 위한 이동이 적어진다고 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해외취업의사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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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하는‘ ’ ‘ ’

경우 이상이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70% ,

매우 만족하는 경우 해외취업에 대하여 가 의사 없음‘ ’ 72.73% ‘ ’

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에 대한 만족이 긍정적일수록 이직.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정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 또한 업무시간 만족도 및 현재 소득에 대하여 매우 불만. ‘

족 하는 경우에도 해외취업의사가 높았다 이’ .
7)의 연구에서

는 연봉이 만원 이하인 간호사의 가 해외취업을1,500 72.5%

원한다고 하였으며 김,
8)의 연구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

다 치과위생사로서 사회적 지위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는. ‘ ’

경우 해외취업 의사 없음이 이었고 이직의사가 많은‘ ’ 100% ,

경우 해외취업의사는 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고85.71% ,

용안정성이 낮다고 느끼는 경우 가 해외취업의사가‘ ’ 82.50%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로 취업을 함으로써.

국내에서 받지 못하는 경제적 가치를 보상 받을 수 있고 사회,

적 지위의 만족도와 고용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취업의사

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유능한 치과위생사들의.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근무환경 개선 사회적 지위 향성 및,

임금개선이 수행되어야 한다.

해외취업에 대한 의사와 해외취업에 대한 이해를 살펴본

결과 해외취업의 목적으로는 경제적 이득 과 자아실, (35.99%)

현 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남(26.75%) .
18)의 연구

인 해외취업 전망 및 촉구방안에서 언급했듯이 국가 간 인력‘ ’

이동에는 물적 심리적 비용이 드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익이,

필요하고 그 주요수익은 국외에서의 보다 높은 임금과 근로,

조건으로 국내치과위생사들이 해외취업을 바라보는 기대심

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해외취업 시 어학능력 부족.

이 진출 요인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는데(60.94%) ,

이 는 남1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취업을 선호하는 국가.

로는 캐나다가 로 위를 차지하였고 호주 미국30.10% 1 , 26.8%,

이 로 각각 위로 나타나 해외취업을 선호하는 나라21.0% 2, 3

는 영어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19) 따라서 어학능력 부족은.

해외취업의 큰 방해요인이므로 해외취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학능력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정보.

의 부족 또한 방해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21.89%)

부분에 대한 정보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해외취업을 목표로 하는 치과위생사는 취업희망국의 치과위

생사 면허등록를 취득함은 물론 치위생 실무 능력과 언어능( )

력을 갖춤으로써 취업에 필요한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

고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 해당국에서 요구하는 취업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해외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한 결과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개선이 필요하며 치과위생,

사의 해외취업을 증진시키고 한국 치과위생사의 능력 수준을

향상시키며 다가오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치과위생사의 해외취업 활성과 실무 능력 언어능력, ,

및 문화적 적응력 증진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의 해외진출 동기와 유인 요인,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해외진출 경험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련 요인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전국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나 서울 ․경기지역 치과위생사가 정도를 차60%

지하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 발판의 첫 걸음으로서 새로.

이 정보를 정리 구축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따, .

라서 해외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결론

치과위생사의 해외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특성과 해외취업의사와 직업만족도와의 관련성 그리고 해외,

취업에 대한 목적과 해외취업에 대한 이해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해외취업의사의 관련성에서 연령과1.

근무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취업의사가 감소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p<0.05).

치과위생사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해외취업의사의 관2.

련성의 경우 주요업무만족도는 해외취업의사와 양의 관

련성이 검토되었으나 근무시간만족도 수입만족도 사. , ,

회적 지위에 대한 만족도 고용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해외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5).

해외취업의사가 있는 집단에서 해외취업의 주요목적은3.

경제적이득 자아성취 업무의질 향상(35.99%), (26.75%),

순으로 응답하였다(21.66%) (p<0.05).

해외취업의사가 있는 집단에서 언어 의사소통 문제4. ( )

정보부족 을 해외취업의 가장 큰 방(60.94%), (21.89%)

해요인으로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치과위생,

사들이 해외취업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근무환경개

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해외취업에 대한 방해.

요인은 언어문제와 정보부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치과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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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외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구축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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