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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Although dental hygienists are professional workers, their job retention is short.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job reten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identity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was analyzed. Methods: From January 1 to April 30, 2020, 155 dental 
hygienists were examined. For data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effects of professional identity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job retention. Results: The 
dental hygienist's professional self-concep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team manager than in 
the staff, but the professional identity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Dental hygienists' professional 
identity,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job retention were all positively correlated (p<0.05). As 
a factor influencing dental hygienist's job retention, the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had a 
significant effect, but the identity of the profession did not. Conclusions: Since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has a positive effect on maintaining the profession of dental hygienists,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in order to increase the job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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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전문직은 과학적이고 학문, 역사적인 원리에 따라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지식 확장을 통해 정

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을 통칭한다[1]. 이러한 전
문직은 윤리강령과 전문직 단체, 자율성, 지식, 장기적인 교육, 자격증 제도, 봉사 등의 속성을 지녀야 하고[2], 
무엇보다 개인의 이익을 넘어 인류와 사회 복지에 기여해야 한다[3].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치과위생사는 수행 업무가 치과진료협조에서 
진료로 변화하였고[4] 국민들이 구강건강의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치과진료협조자에서 전문가로 직
업에 대한 역할이 변하였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최적의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다
양한 연령대의 인구에게 교육, 임상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4]. 이러한 치과위생사는 3년에서 4
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보수교육으로 면허
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전문직으로서의 많은 기준을 충족하고, 사단법인 대
한치과위생사협회(치위협)를 구성하고 있으며,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회원들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5]. 또한 치위협은 치과위생사를 구강질환의 예방, 치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일차보건의
료 전문가, 구강보건교육자, 임상가라고 정의하였고[5], 미국치과위생사협회는 치과위생사를 교육자, 임상가, 
관리자, 연구자, 소비자, 옹호자로 역할을 정의하였다[6]. 이러한 치과위생사의 전문 직업성 확립은 직업 정체
성과 자아개념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수행능력과 근속 의도를 높여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친다[7]. 치과위생사는 전문직업인으로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이직과 퇴직률이 매우 높아 치과의료계 
전체에 인력난 부족이 심각한 현실이다[8]. 따라서 직업유지를 위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정체성이란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 타인과 구별되는 존재 본연의 본질적인 특성을 
말한다[9]. 특히 전문직 정체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전문직 자체가 직업으로서 갖는 정체성은 타인
이 해당 전문직 종사자를 평가하는 것이고, 전문직 종사자가 스스로 인식한 전문가로서의 주체성은 해당 전
문직 종사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직 정체성은 전문직이라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
지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로 직업유지와 관련성이 있다[10].

전문직 자아개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말하며[11], 근무부서 조직의 정책이나 동료 관계
의 조직적인 요인과 전문직에 대한 신념에 의해 향상된다[12].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면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자아 평가와 자기존중이 높아지며, 매사에 자신감이 생겨 업무에 대한 성취감과 인정, 독립, 존경의 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자아개념이 부정적이면 매사에 자신이 없고, 불안해하는 경
향이 나타나[13] 직무수행능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여 직업유지에 악영향을 준다[14]. 따라서 이러한 전문직 
정체성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직업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15-19]는 치과위생사 또는 치위생(학)과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전문 직업성과 직
업 정체성을 확인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전문직 정체성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직업유
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유지와 관련하여 치과위생사의 
직급에 따라 일반 스텝과 팀장 이상으로 구분하여 전문직 정체성과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를 확인하고, 직
업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직업유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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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2020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부산 경남 지역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160명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설

명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한 후 즉시 회수하였
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155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정하였다. 표본 수의 적절성 검
증을 위해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중간 효과크기 0.3,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로 하였을 때 최소 111명이 필요하였다. 이 연구는 00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IRB심의를 받아 수행
하였다(No.1041449-201912-HR-003).

2. 연구도구
직업유지는 개인이 지역사회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며, 선행연구[20,21]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이[22]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전문직 
자아개념은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문직 정체성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김[23]의 연구에서  ‘직업적 
소명의식’, ‘학문적 역량 강화 욕구’, ‘위임된 권한 발휘도’, ‘윤리강령 준수도’, ‘전문직 단체 활용도’ 등 5가지로 
하나의 구성요인 당 3개의 문항으로 개발된 1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정체성, 전문직 자아개념, 직업유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평가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전문직 자아개념 0.965, 전문직 정체성 0.849, 직업유지 0.634이었다.

3.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ver. 21.0 (IBM Co.,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α는 0.05를 

기준으로 검정하였다. 직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자아개념은 직급에 영향을 받으므로[17] 치과위생사를 직급
에 따라 일반 스텝과 팀장, 과장, 실장, 이사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일반 스텝과 팀장 이상의 
두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두 직급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전문직 정
체성, 전문직 자아개념, 직업유지는 Independent t-test를 시행하여 비교하였다. 전문직 정체성, 전문직 자아
개념, 직업유지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을 시행하였고, 전문직 정체성과 전문직 자아
개념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직급 구분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직급 구분은 일반 스텝과 팀장이상 모두 여자였으며, 팀장이상으로 갈수록 연령

이 높았다. 치과 의원과 치과병원에서 팀장 이상보다 일반 스텝이 더 많았고, 보건소는 팀장 이상이 더 많았다. 
직업을 선택한 동기로 ‘적성과 흥미에 잘 맞아서’와 ‘남을 도울 수 있어서’, ‘취업이 보장되므로’는 일반 스텝이 
더 많았고, ‘지인의 권유’는 팀장 이상이 더 많았다. 연령은 팀장 이상이 더 많았으며,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5)<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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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급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치과위생사의 직급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은 일반 스텝에서 3.32점이었고, 팀장 이상은 4.00점으로 일반 

스텝에 비해 팀장 이상에서 더 높았다. 일반 스텝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 20의 ‘나는 치과위생사가 환
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 한다’였고, 팀장 이상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 9
의 ‘나는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한다’였다. 문항 17의 ‘나는 일반적으로 업무시간이 기다려진다’는 직급에 
상관없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문항 19의 ‘나는 치과위생사직을 선택한 것에 만족하고 있다’와 문항 
20의 ‘나는 치과위생사가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
에서 일반 스텝보다 팀장 이상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Table 2>.

3. 직급에 따른 전문직 정체성
치과위생사의 직급에 따른 전문직 정체성은 일반 스텝에서 3.70점이었고, 팀장 이상은 3.89점으로 일반 스

텝에 비해 팀장 이상이 높았다. 일반 스텝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 9의 ‘나는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등
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였고, 팀장 이상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 9의 
‘나는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였다. 일반 스텝
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4의 ‘나는 정기적으로 치과전문지 및 치위생전공학회지를 읽는다’였고, 팀장 
이상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14의 ‘나는 협회가 치과위생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느낀다’였다. 문항 
4의 ‘나는 정기적으로 치과전문지 및 치위생전공학회지를 읽는다’와 문항 5의 ‘나는 치과위생사로서의 지식
과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치과위생사 대상 세미나에 참여한다’, 문항 8의 ‘나는 치과위
생사가 법적으로 확보된 업무범위 내에서는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항 14의 ‘나는 협
회가 치과위생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느낀다’에서 일반 스텝보다 팀장 이상이 유의하게 높았고, 문항 9
의 ‘나는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등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에서는 팀장 
이상보다 일반 스텝이 더 유의하게 높았다(p<0.05)<Table 3>.

Table 1.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job grade                                                                                         Unit : N(%)

Characteristics Division Staff 
(N=86)

≥Team manager 
(N=69) p*

Gender Male 0(  0.0) 0(  0.0)
Female 86(100.0) 69(100.0)

Age 20-25 38(100.0) 0(  0.0) <0.001
26-30 38( 64.4) 21( 35.6)
31-35 5( 33.3) 10( 66.7)
36-40 5( 33.3) 10( 66.7)
41< 0(  0.0) 28(100.0)

Dental office type Dental clinic 74( 63.8) 42( 36.2) <0.001
Dental hospital 6(100.0) 0(  0.0)
Public health 6( 18.2) 27( 81.8)

Selection motivation It fits well with aptitude and interest 10( 66.7) 5( 33.3) 0.050
I can help others 6(100.0) 0(  0.0)
Recommendation of others 22( 44.9) 27( 55.1)
Employment is guaranteed 48( 56.5) 37( 43.5)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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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fessional self-concept according to job grade                                                                                       Unit : Mean±SD 

Variables Staff 
(N=86)

≥Team manager 
(N=69) p*

1. I offer various alternatives for problem solving. 3.42±0.96 4.23±0.97 <0.001
2. I am confident in my skills. 3.38±1.20 4.22±0.70 <0.001
3. I can do my job competently. 3.21±1.12 4.38±0.62 <0.001
4. I think I am flexible. 3.56±0.97 4.07±0.83 <0.001
5. I am a competent person. 3.70±0.78 4.14±0.77 0.001
6. I work responsibly and efficiently. 3.99±0.52 4.29±0.73 0.005
7. I often solve problems with my creativity. 3.48±0.81 4.20±0.69 <0.001
8. My flexibility helps me solve problems. 3.49±0.88 4.38±0.62 <0.001
9. I work responsibly. 3.95±0.67 4.54±0.50 <0.001
10. I grasp the core of the problem and find a solution. 3.56±0.63 4.30±0.73 <0.001
11. Most of my colleagues love working with me (as a leader). 3.43±0.71 3.97±0.78 <0.001
12. I can perform dental hygiene creatively. 3.19±0.83 4.06±0.73 <0.001
13. I think I have the ability to successfully apply knowledge and skills in my work. 3.49±0.81 4.06±0.73 <0.001
14. I am good at making decisions. 3.02±0.81 3.99±0.96 <0.001
15. As a dental hygienist, I can use good skills. 3.29±1.02 4.06±0.73 <0.001
16. If I am flexible, in most cases I get good business results. 3.55±0.81 4.14±0.52 <0.001
17. In general, I am waiting for business hours. 1.93±0.68 2.91±0.98 <0.001
18. I think dental hygienists (professionals) are a rewarding job. 3.43±1.08 3.83±0.77 0.009
19. I am satisfied with my choice of dental hygiene. 3.23±0.85 3.43±0.85 0.143
20. I think it is important for the dental hygienist to understand and empathize with the 
patient's feelings.

4.26±0.84 4.43±0.87 0.196

21. I intend to continue my dental hygiene job as a lifetime job. 2.66±1.06 3.75±0.90 <0.001
22. I am not easily agitated by other people's feelings or actions. 2.76±0.85 3.55±0.74 <0.001
23. I am comfortable maintaining an emotionally reasonable distance from my colleagues. 2.66±1.05 3.61±0.90 <0.001
24. I feel inevitably staying as a dental hygienist. 2.92±1.28 3.55±0.99 0.001
25. I do not easily sympathize with others. 3.40±1.24 4.04±0.95 <0.001
Total 3.32±0.89 4.00±0.78 <0.001
*by independent t-test

Table 3. Professional identity according to job grade                                                                                                Unit : Mean±SD 

Variables Staff 
(N=86)

≥Team manager 
(N=69) p*

1. I think promoting the national oral health is essential to the world. 4.43±0.62 4.54±0.63 0.298
2. I am convinced that dental hygienists contribute more to national oral health than any 
other profession.

4.24±0.57 4.38±0.73 0.219

3. I think dental hygienists are a job that is essential to society. 4.43±0.61 4.38±0.62 0.590
4. I regularly read dental and dental hygiene journals. 2.03±1.41 3.39±0.91 <0.001
5. I regularly attend dental hygiene seminars to improve my knowledge and skills as a dental 
hygienist

2.77±1.12 3.75±1.04 <0.001

6. I think dental hygienists are required to maintain and improve their knowledge and skills. 3.51±0.79 3.62±1.06 0.469
7. I think that in order to perform a dental hygienist job, you must obtain a dental hygienist's 
license.

4.67±0.63 4.77±0.43 0.259

8. I think dental hygienists should be able to demonstrate autonomy within the legally 
secured scope of work.

4.56±0.73 4.75±0.43 0.040

9. I believe that dental technicians, nursing assistants, etc. should not perform the work of 
dental hygienists.

4.81±0.39 4.38±0.84 <0.001

10. I always try to practice the Code of Ethics for Dental Hygiene. 3.90±0.79 3.91±0.72 0.886
11. I think dental hygienists' code of ethics is the basis for value judgment in the work of 
dental hygienists.

3.70±0.93 3.71±0.91 0.933

12. I think schools should emphasize the ethics of dental hygienists. 4.07±0.76 3.94±0.84 0.323
13. As a dental hygienist, I feel a sense of belonging at the association level. 2.59±1.01 2.86±0.93 0.095
14. I feel that the association is working for a dental hygienist. 2.34±0.86 2.77±1.10 0.007
15. I think dental hygienists should actively cooperate and support the association. 3.49±1.25 3.17±1.15 0.109
Total 3.70±0.83 3.89±0.82 0.522
*by indepen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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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급에 따른 직업유지
치과위생사의 직급에 따른 직업유지는 일반 스텝에서 3.70점이었고, 팀장 이상은 4.12점으로 일반 스텝에 

비해 팀장 이상이 높았다. 문항은 1의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
하고 있다’로 직급에 상관없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일반 스텝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5의 ‘나
는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이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한다’였고, 팀장 이상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2의 ‘나
는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 만족하고 있으며, 이직의 기회가 있더라도 이직할 생각 없다’였다. 문항 2의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 만족하고 있으며, 이직의 기회가 있더라도 이직할 생각이 없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
서 일반 스텝보다 팀장 이상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Table 4>.

5.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문직 정체성, 직업유지의 관련성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정체성, 직업유지의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p<0.001)<Table 5>.

6.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문직 정체성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문직 정체성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문직 정체성

은 직업유지와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며, 전문직 자아개념은 높을수록 직업유지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Durbin-Watson 지수는 2.089로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이었고, 분
산팽창계수(VIF)도 모두 10미만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p<0.001)<Table 6>.

Table 4. Job retention according to job grade                                                                                   Unit : Mean±SD 

Variables Staff 
(N=86)

≥Team manager 
(N=69) p*

1. I have been working for more than 3 months now and working hard. 3.70±1.11 4.93±0.26 <0.001
2. I am satisfied where I am working now, and I am not willing to change 
even if I have the opportunity to change jobs.

3.42±1.00 3.30±1.52 0.591

3. I want to continue working where I am working now. 3.24±1.11 4.13±0.87 <0.001
4. I will continue my career as a dental hygienist. 3.05±0.97 4.39±0.83 <0.001
5. I think the job of a dental hygienist is a lifetime job. 2.55±1.01 3.86±1.29 <0.001
Total 3.70±1.04 4.12±0.95 0.023
*by independent t-test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professional identity, and job reten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Professional identity Job reten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1.000
Professional identity 0.539** 1.000
Job retention 0.776** 0.349** 1.000
**p<0.001, by correlation analysis

Table 6. The effect of professional identity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job retention
Variable B β t p* VIF
Professional self-concept 0.179 0.829 13.767 <0.001 1.410
Professional identity -0.048 -0.098 -1.623 0.107 1.410
p<0.001, R2=0.609,  Durbin-Watson=2.08
*by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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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최근 환자의 수요에 따라 매년 5,000여 명의 치과위생사를 배출하고 있지만[8], 총 75,833명의 치과위생사 

면허자 중에서 절반도 되지 않는 33,392명만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24]. 이러한 치과위생
사는 전문직이라는 특성으로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직업 수명이 3년으로 직업유
지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정체성과 자아개념 
확립이 중요하며[25], 이에 본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직급에 따라 일반 스텝과 팀장 이상으로 구분하여 전문
직 정체성과 전문직 자아개념을 비교하고, 직업유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직급에 따른 근로형태는 치과 의원과 치과병원은 일반 스텝이 더 많았고, 보건소는 팀장 이
상이 더 많았다. 또한 연령도 일반 스텝보다 팀장 이상이 많았으며, 이는 근무기간이 늘어날수록 팀장 이상으
로 직급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치과위생사의 직급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은 모든 문항에서 일반 스텝보다 
팀장 이상이 높았고, 이는 직책이 없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난 민[26]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로 
추후 대상자를 더 확장하여 경력과 함께 조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 자아개념 25문항 중 일반 스텝
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나는 치과위생사가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로 나타났다. 반면 팀장 이상에서는 ‘나는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한다’로 나타나 일반 스텝의 경우 환
자의 구강관리를 위해 진료실에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환자의 이해에 중점을 둔 것이라 생각되며, 팀장 
이상은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므로 자신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감에 중점을 더 둔 것이라 생각된다. 전
문직 자아개념 25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일반적으로 업무시간이 기다려진다’로 해당 문항은 직
급에 상관없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그 시간이 기다려질 만큼 자아개념이 높아지기는 어려운 현실성이 반영
된 것이라 생각된다. 전문직 자아개념의 전체 평균은 3.66점이었으며, 강[27]의 연구에서는 3.34점, 김과 유
[28]의 연구에서는 2.71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29]는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업무수행능
력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이[17]는 평직원 보다 팀/실장급에서 직업에 대한 소명감이 높고, 전문직에 대한 자
아개념 또한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일반 스텝에 비해 팀장 이상의 전문직 자아개
념이 월등히 높은 결과로 보아 단순히 직업수명을 늘리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자신의 업무능력에 따라 직급
이 향상되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인정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치과의료기관은 직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
준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직 정체성 15문항 중 일반 스텝의 경우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등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가장 높았으며, 팀장 이상의 경우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치과위
생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가장 높았다. 이는 전문직 정체성의 5가지 구성요인 중 ‘위임된 권
한 발휘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직급에 상관없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권한의 정체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치과위생사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전문직 정체성의 전체 평균은 
3.79로 이의 연구[29]의 평균 3.44보다 높았으며, 일반 스텝보다 탐장 이상이 높았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에 비
해 이의 연구[29]에서는 근무경력이 높아질수록 전문직 정체성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차이점이 있어 추후 대
상자를 확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전문직 정체성의 영향요인으로 박 등[15]은 치과
위생사의 발전 가능성, 조직의 분위기, 관심분야의 업무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있었고, 김 등[16]은 학력
과 근무경력, 이[17]는 연령, 결혼 유무, 재취업에 대한 견해, 예상 근무기간, 이 등[18]은 이상주의 성향, 근무 
만족도, 연봉, 학력, 박 등[19]은 소명의식과 자아존중감이 있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문직 정체
성을 높일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근무현황 등 다요인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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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유지는 일반 스텝보다 팀장 이상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정체성, 직업유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직업유지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전문직 정체성은 직업유지와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는 구 등[30]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정체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과 유사한 결과로 전문직 정체성에 있어 치과위생사가 자
신의 직업에 대한 자아개념을 향상시켜 스스로 전문성을 추구하는 치과위생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부 부산, 경남지역에 국한되어 조사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일반화하기
는 어려움이 있고, 직급에 따른 분류가 단지 치과위생사의 현재 직급상태만을 조사하였으므로 추후 대상자
를 확대하고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직급을 확인하는 심층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임상치과위생사의 직
급에 따라 구분하여 전문직 정체성과 전문직 자아개념을 비교하였고, 전문직 정체성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직
업유지와의 관련성을 찾고자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직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를 확인하여 단계별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수정 보완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직급에 따라 전문직 정체성과 전문직 자아개념을 확인하고, 전문직 정체성과 전문직 자아개념, 

직업유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직업유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1.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점수가 높은 문항은 일반 스텝의 경우 문항 20의 ‘나는 치과위생사가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 한다’였고, 팀장 이상의 경우 문항 9의 ‘나는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한다’였다. 전문직 자아개념의 총점은 일반 스텝보다 팀장 이상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5).

2.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정체성의 점수가 높은 문항은 일반 스텝의 경우 문항 9의 ‘나는 치과기공사, 간호
조무사 등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였고, 팀장 이상의 경우 문항 9의 ‘나는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였다. 전문직 자아개념
의 총점은 일반 스텝보다 팀장 이상에서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정체성과 전문직 자아개념, 직업유지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05).
4. 치과위생사의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은 유의한 영향이 있었지만, 전문직 정

체성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일반 스텝에 비해 팀장 이상이 전문직 정체성과 자아개념이 높았고, 직업유지도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직업유지에 전문직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므로 전문직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치위생(학)과 학생 때부터 다양한 임상실습을 바탕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직 자아개념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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