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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job performanc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der role identity 
in the dental hygienist. 
Methods: Data collection was performed from June 21 to July 31, 2015. The survey was composed of questions on the subject’s general 
demographical profile, gender role identity, job satisfaction, job performac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as a dental hygienist. The 
job performanc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were done by Kruskal-Wallis  test and Bonferroni post hoc test.
Results: 1. The highest job performance satisfaction was shown as unclassified (36.6%), bisexuality (27.8%0, feminity (19.8%), and 
masculinity (15.9%). 2.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atisfaction as a dental hygienist and self-efficacy among the 
group (p<0.001).  3.  Both female and male dental hygienists had the highest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with the job performance. 
Conclusions: Th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with the job performance were influenced by gender role identity.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th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as a dental hygienist, the education for the dental hygienist must include the gender role 
identit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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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22)

현대과학과 의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건강백세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하였고, 삶의 질 향상과 건강백세의 예찬

▶ 본 논문은 2015학년도 광주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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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강건강의 증진 및 예방이라는 큰 핵심과제를 부각시켰

다. 국민의 구강건강의 증진과 예방에 핵심주요 구강보건인

력인 치과위생사는 변화하는 치과계의 시장변화, 환자수요

의 변화, 업무의 스트레스, 환자와 병원관계자들과의 소통에 

대한 부담감, 진료에 대한 과한 긴장감 등 다양한 요소의 스

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어 잦은 이직과 직무에 대

한 직업의식의 저하, 나아가서 전문성 확립에도 영향을 주

고 있다. 윤 등1)의 연구에서는 의료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

는 환자들의 생명과 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하였고, 강과 권2)에서

는 직무만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무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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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측면에 만족하고 그러한 만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행동으로 표현되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렇듯 치과위생사 본인에 대한 자기 이해도를 높

여 직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김 등3)의 연구에는 최근 성격과 행동유형

과 관련하여 개인 상호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인

간관계 개선 및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행동 및 행동유형을 

측정하는 척도로 애니어그램이나 MBTI 같은 모델이 사용

되어진다고 하였고, 간편하게 행동유형을 설명하는 DISC 

행동유형 모델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보건복지통계연보4)

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면허등록 치과위생사가 

남자는 322명, 여자는 55,750명으로 성비의 차이가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직업적 특징을 이해하고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통한 치과위생사의 새로운 자기이해

를 위해 성역할정체감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 치과위생사를 비롯해 간호사, 미용사, 유치원선생님 등

과 같이 여성인력이 대부분 일하는 직업군에서 나타나는 성 

고정관념은 직업에 대한 자세나 태도를 정형화된 틀에 가두

어두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남성적인 직업군에는 더

욱 남성적인 경향을 기대하고 여성적인 직업군에는 더욱 여

성성을 강조하는 직업적 자세와 태도를 강요하는 것이다. 

박5)의 연구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은 다양한 인

구집단에서 전문직 활동에 제한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치과

위생사는 여성성 성역할정체감에 국한된 직업이라는 성 고

정관념에서 벗어나 업무에 대한 개인의 성역할정체감의 이

해가 필요하다. 김과 유6)의 연구에 따르면 치과위생사가 자

신의 직업에 대한 확신과 만족감이 없으면 효과적인 역할수

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자기 확신감 결여는 업무수행을 실

패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 직업에 대한 만족감

은 자기 확신감이나 업무수행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하여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긍정적인 심리이며, 이는 단순히 업무

수행 자체의 요인이 아닌 개인의 이해도를 높여 업무수행을 

긍정화로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역할정체

감에 대한 자신의 이해도를 높여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

한 업무를 파악하고 나아가서 자신에게 필요한 자기개발 프

로그램이나 약점에 대한 보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는 단순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자기개발보다 자신

의 성역할정체감의 이해를 통해 강점업무와 약점업무를 파

악하고 강화와 보강을 위한 자기개발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

식해야 한다. 직업만족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영향

을 받는 복합체적인 과제이므로 단편적인 요소의 접근보다

는 다각적인 연구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업무수행 만족도와 

업무수행에 대한 자기 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개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치과위

생사의 직업만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방향

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2015년 6월 21부터 7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자기기입

식 설문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총 277부의 설문 중 미흡한 응

답의 설문 20부를 제외한 277부의 설문으로 분석하였다. 연

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광주여자대학교 생명

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승인번호1041485-201506-HR- 

003-01)을 받아 수행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은 일반적인 특성, 성역할정체감, 치과위

생사의 직업만족도, 업무수행 만족도, 업무에 대한 자기 효

능감으로 구성되었다. 성역할정체감은 김7)의 도구를 사용하

여 5점척도로 구성된 남성성 15문항, 여성성 15문항, 중성성 

10문항을 조사 후 중앙치분리법(Median Spilt Procedure)을 

적용하여 남성성(Masculinity type), 여성성(Feminity type), 

양성성(Psychological type), 미분화(Undifferentiated type)로 

분류하였다. 이 도구의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alpha값은 남성성 문항이 0.832, 여성성 문항은 0.807, 중성

성 문항은 0.766으로 나타났다. 직업만족도는 만족, 보통, 불

만족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심과 황8), 정 등9)의 연구를 재구성하여 적용하였고, 각 문

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3. 분석방법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인 특

성, 성역할 정체감 유형별 분포 및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

는 빈도분석을 적용하였고,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치과위생사

의 직업만족도는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실행하였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업무수행 만족도와 업무에 대한 자기

효능감은 정규성 가정에 위배되어 비모수검정인 Kruskal- 

wallis test를 실행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Bonferroni 

post hoc test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은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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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

Age 20-29 175 77.1

30-39 49 21.6

40-49 3 1.3

Clinical career
≤1year 47 20.7

2-5years 102 44.9

6-9years 49 21.6

10years≤ 29 12.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role department Standard Total

Psychological type feminity factor >Mdn and masculinity factor >Mdn 63(27.8)

Feminity type feminity factor >Mdn and masculinity factor<=Mdn 36(15.9)

Masculinity type feminity factor <=Mdn and masculinity factor >Mdn 45(19.8)

Undifferentiated type feminity factor <=Mdn and masculinity factor <=Mdn 83(36.6)

Table 2. Gender-role department

Variable Category N %

Job performance satisfaction Satisfaction 134 59.0

Usually  14  6.2

Dissatisfaction  79 34.8

Table 3. Job performance satisfaction of hygienist   

세 미만이 77.1%, 30-39세 미만이 21.6%, 40-49세 미만이 

1.3%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2-5년이 44.9%, 6-9년

은 21.6%, 1년 미만은 20.7%, 10년 이상은 12.8%로 조사

되었다<Table 1>. 

2. 전체 성역할정체감 유형별 분포

전체 성역할정체감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분화는 

36.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양성성 27.8%, 남성성은 

19.8%, 여성성은 15.9%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이 59.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불만족 34.8%, 보통이 6.2%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를 살펴

보면 ‘만족한다’에서 미분화가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양성성 30.6%, 남성성 22.4%, 여성성 14.2% 순으로 나

타났다. ‘보통이다’에서는 미분화가 42.9%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남성성 28.6%, 양성성 21.4%, 여성성 7.1%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이다’에서는 미분화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성성 24.1%, 여성성20.3%, 남성성 13.9% 순으

로 나타났다.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직업 만족도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5.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 및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

면 비외과 치주처치 (Scaling)는 양성성이 3.86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여성성이 3.56, 남성성이 3.47, 미분화가 3.29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구강보건교

육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

성성과 남성성은 3.31, 미분화는 3.08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예방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성 3.29, 미분화 3.22, 여성성 3.17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공동진료업

무에서는 양성성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성 3.47, 

미분화 3.29, 여성성 3.28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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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ender-re identity (Mean±SD)

Psychological 
type

Feminity 
type

Masculinity 
type

Undifferentiated 
type 

p-value*

Satisfaction
NSPT(Scaling) 3.86±0.74a 3.56±0.80ab 3.47±0.79ab 3.29±0.60ab <0.001
Oral health education 3.70±0.61a 3.31±0.62bcd 3.31±0.70cd 3.08±0.63d <0.001
Prevention 3.71±0.66a 3.17±0.70bcd 3.29±0.63cd 3.22±0.70d <0.001
Common examination assistance 3.75±0.67a 3.28±0.70bcd 3.47±0.79cd 3.29±0.60d <0.001
Clinic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3.52±0.69a 2.92±0.73b 3.20±0.70ab 3.04±0.69bc <0.001
Self-regulatory efficacy
NSPT(Scaling) 4.03±0.80a 3.78±0.76a 3.91±0.67ac 3.78±0.74bd <0.001
Oral health education 3.98±0.75a 3.28±0.85b 3.78±0.60ac 3.30±0.64bd <0.001
Prevention 3.90±0.73a 3.39±0.80b 3.80±0.55ab 3.36±0.58c <0.001
Common examination assistance 3.84±0.70a 3.39±0.87ab 3.80±0.55ac 3.35±0.57bd <0.001
Clinic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3.52±0.72a 2.89±0.71b 3.49±0.73a 2.92±0.67bc <0.001
*by Kruskal-Wallis; abcdSame letters was not significant by Bonferroni post hoc test

Table 5. Job performance satisfaction and Self-regulatory efficacy by gender-role identity   

Gender-role identity  

Psychological 
type

Feminity 
type

Masculinity 
type

Undifferentiated 
type 

Total p-value*

Satisfaction 41(30.6) 19(14.2) 30(22.4) 44(32.8) 134(100.0)

0.372Usually  3(21.4)  1(7.1)  4(28.6)  6(42.9)  14(100.0)

Dissatisfaction 19(24.1) 16(20.3) 11(13.9) 33(41.8)  79(100.0)
*by chi-square test  

Table 4. Job performance satisfaction by gender-role identity Unit: N(%)

였다(p<0.001). 병원관리 및 행정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52, 

남성성이 3.20, 미분화 3.04, 여성성 2.92 순으로 나타나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살펴보

면 비외과 치주처치 (Scaling)는 양성성이 4.03으로 가장 높

았고, 남성성 3.91, 여성성과 미분화 3.78 순으로 나타나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구강보건교육업무에서는 양

성성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성 3.78, 미분화 

3.30, 여성성 3.28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예방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성 3.80, 여성성 3.39, 미분화 3.36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공동진료업무에서

는 양성성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성이 3.80, 여

성성 3.39, 미분화 3.35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01). 병원관리 및 행정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52, 

남성성이 3.49, 미분화 2.92, 여성성 2.89 순으로 나타나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업무

의 만족도와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모두 양성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Table 

5>.

총괄 및 고안

치과위생사는 지역주민과 치과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

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계속구강건강관

리, 예방치과처치업무를 수행하거나, 치과진료 협조와 경영

관리 지원 등 진료실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업인10)으로 치과계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더불어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요

구되어 왔다. 질적인 의료서비스는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

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강과 권2)의 연구에서는 직

무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곧 환자의 진료에 있어서 최선의 

진료와 환자의 진료만족도 역시 높일 수 있다하였고, 박11)

의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료기

관의 능률향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직

무만족도는 윤 등1)의 연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양한 요

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직무만족도는 이

러한 업무만족도와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비롯하여 치

과위생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치과위생사의 직무 및 업무

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치과

위생사의 직무와 업무의 만족도에 관한 다양한 접근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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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이12)의 연구에서는 DISC 행동유형을 토대로 

치과위생사의 행동유형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검증하였으

며, 이13), 이와 한14), 이15), 김 등16)의 연구에서는 전문직업

성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직무만족도는 

직업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나 자세로 심리적인 면을 포함하

고 있다. 윤 등17)의 연구에서는 직업만족도를 개인의 욕구

나 동기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직무를 둘러싸고 있는 환

경적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고, 강과 권2)의 연구에서는 직무의 어떤 측면에 만족하고 

그러한 만족(또는 불만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행동으로 

표현되는지에 대한 심리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심리적인 접근을 통한 개인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진로나 적성에 적용하여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는 실정이다. 개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한 자기 진로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므로 진로를 준

비하는 학생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로

를 선택한 직업인에게 있어서도 개인의 이해도를 통한 자기

발전 및 직무에 대해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도 중요한 의미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여성비율이 현저히 높은 

직업에서는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직무만족도나 직무 및 업

무에 관하여 개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접근도 필요하

다.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개인의 이해를 높이고, 치과위생사

로서 업무에 대한 자신의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확인하여 

자신의 강점업무와 약점업무에 대한 파악을 통해 자기개발

에 대한 방향을 갖고 직무에 몰입한다면 나아가 직무만족도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업무수행 만족도와 업무수행에 대한 자

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고, 치과위생사 개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직업만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연

령은 20-29세 미만이 175명(77.1%), 30-39세 미만이 49명

(21.6%), 40-49세 미만이 3명(1.3%)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경력은 2-5년이 102명(44.9%), 6-9년은 49명(21.6%), 1년 

미만은 17명(20.7%), 10년 이상은 29명(12.8%)로 조사되었

다. 연령의 평균값은 26.6세이고 근무경력은 2-5년 이상이 

4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천18)

의 연구에서는 연령의 평균값이 28.79세로 나타나 치과위생

사의 연령분포대는 20대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근무한 전체 기간은 5년 이상이 44.1%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다.

전체 성역할정체감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분화는 

36.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양성성 27.8%, 남성성은 

19.8%, 여성성은 15.9% 순으로 나타났다. 287명의 초, 중, 

고교 여교사 287명을 대상으로 한 정19)의 연구의 유형별 분

포는 미분화가 34.9%로 가장 많았고, 양성성 31.01%, 여성

성 17.77%, 남성성이 16.72% 순으로 나타났고, 간호사 29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20)의 연구의 유형별 분포는 양성성

이 35.5%로 가장 많았으며 미분화 31%, 여성성 17.6%, 남

성성 15.9% 순으로 본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남성

에 비하여 여성의 성비가 높은 직업군일지라도 유형별 분포

에서 여성성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얻었다.

직무 만족도에 관한 천18)의 연구에서 직업만족도 세부 

구성요인인 업무능력에 영향을 미친 일반적 특성 및 직업관

련 특성은 연령, 현 근무경력, 총 근무경력, 근무시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에 관하여 선행된 

직업관련 특성이 아닌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성역할정

체감에 따른 직업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치과

위생사의 직업에 대한 만족은 미분화가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성성 30.6%, 남성성 22.4%, 여성성 14.2% 순

으로 나타났다. 만족감이 보통인 경우 미분화가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성 28.6%, 양성성 21.%, 여성성 

7.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만족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

분화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성성 24.1%, 여성성

20.3%, 남성성 13.9% 순으로 나타났다. 성역할정체감에 따

른 직업 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

면 비외과 치주처치 (Scaling)는 양성성이 3.86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구강보건교육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70, 예방

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71, 공동진료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75, 병원관리 및 행정업무에서는 양성성이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이들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치위생학과를 지망한 면접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 등21)의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선호업무는 양성성, 여성

성, 미분화 모두 진로협조에 대하여 선호하였고 남성성에서

는 예방 및 교육업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실무적인 교육내용 및 업무

의 이해가 되지 않은 치과위생사 지망생이기 때문에 치과위

생사와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살펴보

면 비외과 치주처치 (Scaling)는 양성성이 4.03으로 가장 높

았고 구강보건교육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98, 예방업무에서

는 양성성이 3.90, 공동진료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84, 병원

관리 및 행정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52로 나타나 이들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또한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업무의 만족도와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모두 양성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대한 만족은 직무의 만족과 관련하여 세부요인인 

업무의 만족이 있을 때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

인하며 직업적 소명의식과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선행된 

연구에는 직무의 만족도를 다루어 연구해왔지만 업무의 만

족도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업무의 만족도



938 • J Korean Soc Dent Hyg 2015; 15(5): 933-9

를 높이기 위해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 전문훈련 및 역량

개발 등 연수를 통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러므로 치과위생사의 개인의 이해도를 높여 자신의 만족업

무와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강점업무와 약점업

무를 파악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기회를 자기발전을 위한 역

량강화 기회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성역할정체감의 이해 

자체가 자신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직접적인 요소는 될 수 

없으나 자신의 성역할정체감을 통한 직무와의 연관성을 파

악하여 강점 업무는 더욱 강화시키고, 약점업무는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독립되거나 분리된 단편적 연

구가 아닌 지속적이고 다양한 연구의 접근을 통하여 치과위

생사의 직무만족도 및 업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만족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성역할정체감을 통한 업무만족도 및 자기효용감

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로 여성 직업군인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특징

을 고려한 다양한 직무만족도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치과위생사 개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심리학적 접근법인 연구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이를 통해 

맞춤형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의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어

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결론

2015년 6월 21부터 7월 31일 까지 광주지역 치과위생사

를 대상으로 설문한 277부의 자료를 SPSS Win 12.0을 이

용하여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업무수행 만족도

와 업무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알아보고자 Kruskal-wallis 

test를 실행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를 살펴보

면 양성성(65.1%), 여성성(52.8%), 남성성(66.7%), 미

분화(53.0%) 모두 ‘만족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

보면 비외과 치주처치(Scaling)는 양성성이 3.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성이 3.56, 남성성이 3.47, 

미분화가 3.29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3.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양성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살펴

보면 비외과 치주처치(Scaling)는 양성성이 4.03으로 

가장 높았고, 남성성 3.91, 여성성과 미분화 3.78 순

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5. 구강보건교육업무에서는 양성성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성 3.78, 미분화 3.30, 여성성 3.28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6.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업무의 만족도와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모두 양성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와 관련하여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업무수행 만족도와 업무수행에 대한 자기 효능감의 연

구결과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성역할정체

감을 통해 개인의 이해도를 높여 자신의 강점업무와 약점업

무의 파악함으로 자기개발 및 연수에 활용하고 치과위생사

의 잦은 이직률을 감소시키며 직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지속적인 성정체감

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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