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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vocation and ethical inclination in 
clinical dental hygienis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221 clinical dental hygienist in Busan and Kyeongnam from April 1 to 30, 
2014.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structured questions includ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9 questions), vocational calling(9 
questions), deontology(12 questions), asceticism(13 questions), and utilitarianism(8 questions). Questionnaire was carried out by 
Likert scal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package SPSS Window 19.0 for frequency,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linear regression.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rofessional vocation and ethical inclination. The deontology was 
associated with education, dental service career, duty hours, and number of clients in multivariate analysis after adjusting fo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rofessional vocation. Asceticism was also correlated with education, and utilitarianism was 
closely associated with vocational calling, work place, number of clients, and monthly income.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curricula including vocational calling and ethical inclination in the dental hygiene 
education. The dental hygienists should learn the ethical and vocational calling as a professional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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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4)

오늘날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눈부신 의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우리 인간 삶

의 방식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에도 작용한다1). 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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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발전은 잉태와 죽음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언제나 

우리 인간의 편리성에만 집중되어, 인간 삶을 풍요롭게 하

는 윤리적 가치관 문제를 간과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과 의학의 영역에서 기술의 발전의 

쾌거는 이루었지만 가치관 갈등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에 대

한 직업적 만족도가 낮거나 원만한 인간관계의 부족으로 사

회 부적응을 초래하기도 한다2). 의학 기술의 발전은 전통 

윤리에 대한 혼란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료 기

술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요구한다3).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와 함께 구강 관련 질환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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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치과의사의 진료를 협조하여 환자를 직접 마주하게 되는 

구강보건 전문인으로써 환자의 구강 및 일반적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협조심, 스트레스 통제력 등

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직업군이다4). 환자의 안

전과 국민구강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구강보건 전문직업

인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일정한 태도와 직업적 윤리의식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 즉 자신의 직업을 자율적이고 독점적 

권위를 가지는 전문직으로 인식하는 정도와 일에 대한 소명

의식과 공리주의 윤리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공익을 추구하

는 봉사심, 자기통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를 전문 

직업성이라고 하며, 금욕주의의 의미와도 결부시켜 직업적 

윤리의식을 말할 수 있다5). 다시 말해, 전문적인 영역에 있

어서 그 행위자는 자신의 직업에 충분한 만족감을 가져야 

책임감도 가질 수 있다. 이 책임감은 곧 전문성으로 이어진

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에 많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러한 의사결정이 충분한 책임감에 의해 결정되었을 때 비

로소 자신의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와 한5)의 연구에서는 구강건강문제를 직접적으로 다

루는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는 임상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

제를 피할 수 없고, 치과의사와 치과에 내원하는 내원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문제들은 사회적, 윤리적 성

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 및 예방적 행위에 있어서 윤

리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의학 기술의 연

구와 적용에 있어서 도덕적 성찰과 윤리적 의식에 대한 요

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의료인에게 심각한 윤리

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책임감 있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함을 뜻한다. 의료인의 책임감 있는 전문성과 윤리의식

은 심각한 윤리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올바른 결

정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

을 도와주는 윤리적 지침과 제도적 원칙, 이를 교육하는 프

로그램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소명의식

과 윤리적 성향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치과위생사들의 직

업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올바른 윤리적 지침

과 제도적 원칙, 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토대

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통합 창원시에 근무하

고 있는 임상치과위생사를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신체

적⋅정신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대상자를 

편의표본추출법으로 선정한 후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

하고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시행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까

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자기기입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5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자료의 작성이 불완전

하여 연구에 사용할 수 없는 29부를 제외한 221부의 설문

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직업적 소명의식 및 윤리적 

성향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4부

분의 구조화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인구사회학

적 특성(9문항), 직업적 소명의식(12문항), 의무론(12문항), 

금욕주의(13문항), 공리주의(8문항) 등 총 54문항이며, 각 

요인별 세부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2.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최종학력은 전문대학 졸업, 

전공심화 및 4년제 대학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의 3개 범주

로 측정하였으며, 임상경력은 연구대상자가 숫자로 기입한 

분포도를 참고하여 3년 미만, 3년 이상∼6년 미만, 6년 이

상∼9년 미만, 9년 이상∼12년 미만, 12년 이상으로 5개 

범주로 측정하였고, 근무지는 대학병원, 치과병원, 공동 개

원형, 개인 치과의원으로 4개의 범주로 나누었으며, 근무일

수는 주 4일, 주 5일, 격주 5일, 주 6일, 연차에 따라 다름으

로 5개 범주로 나누었다. 근무시간은 8시간 미만, 8시간, 9

시간, 10시간, 11시간 이상으로 5개 범주로 측정하였고 본

인의 일일 평균 환자수는 1∼5명, 6∼10명, 11∼15명, 16

∼20명, 21명 이상으로 5개 범주로 나누었으며, 급여 또한 

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으로 5개 범주로 근무 만

족도는 불만족, 보통, 만족으로 3개 범주로 측정하였다.

2.2. 직업적 소명의식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소명의식 측정 설문지는 Hall5)이 

개발한 척도를 이와 한6)이 치과위생사에게 맞게 수정 보완

한 도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직업

적 소명의식을 평가하기 위해 총 12개 문항으로 직업적 소

명의식은 5점, Likert형 척도로 구성된 각 문항의 응답을 합

산하여 최저 5점에서 최고 60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직업적 소명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소명의식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hc’s α)는 0.869이었다. 

2.3. 직업적 의무론, 금욕주의, 공리주의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의무론, 금욕주의, 공리주의에 대

한 설문지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자 가치관에 대

한 조사 연구7)를 참고하여 임상 치과위생사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였다. 또한 윤리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 중 

세 가지를 치과위생사의 윤리적 성향에 접목시켜서 문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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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
Gender Female 216 97.7

Male 5 2.3
Education College 139 62.9

University 58 26.2
Postgraduate school 24 10.9

Dental service career <3years 99 44.8
3∼6 years 49 22.2
6∼9 years 26 11.8
9∼12 years 24 10.9
≥12 years 23 10.4

Work place University hospital 5 2.3
Dental hospital 76 34.4
Joint opening of dental clinic center 50 22.6
Clinic 90 40.7

Working days 4days per week 2 0.9
5days per week 106 48.0
5days per 2 weeks 45 20.4
6days per week 60 27.1
Depends on the career 8 3.6

Duty hours Less than 8 hours 18 8.1
8 hours 97 43.9
9 hours 59 26.7
10 hours 26 11.8
More than 11 hours 21 9.5

Number of clients 1∼5 24 10.9
6∼10 96 43.4
11∼15 48 21.7
16∼20 29 13.1
More than 21 24 10.9

Monthly income Less than 150 million won 72 32.6
150∼200 million won 86 38.9
200∼250 million won 49 22.2
250∼300 million won 11 5.0
More than ≥300 million won 3 1.4

Job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31 14.0
Normal 122 55.2
Satisfaction 68 30.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발 하였으며 직업적 의무론 12문항, 금욕주의 13문항, 공리

주의 8문항을 개발하여 측정도구에 사용하였다. 직업적 의

무론이란 어떤 집단에서 업무가 주어졌을 때 도덕적으로 규

칙에 따르면 옳고 위반하면 잘못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금

욕주의란 정신에 속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며, 육체에 속하

는 본능이나 욕구를 악의 근원, 또는 악 그 자체로 보는 견

해에 바탕을 두고 육체적인 욕구, 본능을 되도록 억제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공리주

의는 목적론적이라고 하며, 만약 한사람이 어떤 행동을 함

으로써 좋은 결과를 낳는다거나 만약 모든 사람이 그 행동

을 할 경우 좋은 결과를 낳는다면 그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

다는 것이고. 어떤 경우든 결국 그 행동을 옳거나 또는 그

르게 하는 것은 바로 그 행동이 가지는 결과의 좋음과 나쁨

을 의미한다8). 본 연구에서 각 문항의 응답을 Likert형 척도

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그리고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

였으며 각 요인별로 나누어 직업적 의무론의 측정도구에 대

한 검증된 신뢰도 계수(Cronbahc’s α)는 직업적 의무론 

0.803, 금욕주의 0.842, 공리주의 0.818이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에 앞서 설문지의 각 세부요인별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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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ontology
t/F
(p)

Asceticism
t/F
(p)

Utilitarianism
t/F
(p)

Gender Female 2.13±0.58 0.192
(0.848)

2.21±0.59 0.435
(0.664)

3.13±0.69 0.052
(0.958)Male 2.08±0.50 2.32±0.62 3.15±0.45

Education College 2.04±0.56a

8.159
(<0.001)

2.23±0.62
0.948

(0.389)

3.02±0.68a

0.881
(<0.001)

University 2.19±0.55a 2.12±0.52 3.20±0.63a

Postgraduate school 2.53±0.59b 2.28±0.57 3.63±0.65b

Dental service career <3years 1.92±0.55a

7.934
(<0.001)

2.06±0.56

3.125
0.016

2.98±0.69a

5.064
(<0.001)

3∼6 years 2.36±0.49b 2.35±0.52 3.18±0.59ab

6∼9 years 2.13±0.60ab 2.27±0.61 3.12±0.80a

9∼12 years 2.23±0.60ab 2.35±0.72 3.21±0.60ab

≥12 years 2.46±0.52b 2.33±0.53 3.66±0.61b

Work place University hospital 2.30±0.42

0.900
(0.442)

2.66±0.51a

3.357
(0.020)

2.90±0.56

3.812
(0.011)

Dental hospital 2.11±0.63 2.06±0.58ab 2.94±0.74

Joint opening of dental 
clinic center

2.24±0.55 2.32±0.50ab 3.22±0.52

Clinic 2.08±0.56 2.25±0.63b 3.27±0.70

Working days 4days per week 2.29±0.53

1.616
(0.171)

2.15±0.00

2.661
(0.034)

3.06±0.27ab

8.034
(<0.001)

5days per week 2.13±0.52 2.12±0.54 3.26±0.61ab

5days per 2 weeks 2.29±0.50 2.32±0.510 3.34±0.45b

6days per week 2.04±0.68 2.34±0.69 2.89±0.80ab

Depends on the career 1.92±0.82 1.83±0.73 2.23±0.82a

Duty hours Less than 8 hours 1.95±0.53

2.933
(0.022)

2.09±0.54

3.390
(0.010)

2.95±0.59a

18.228
(<0.001)

8 hours 2.17±0.53 2.19±0.54 3.28±0.59a

9 hours 2.24±0.57 2.22±0.59 3.35±0.4709a

10 hours 2.13±0.60 2.05±0.54 3.03±0.80a

More than 11 hours 1.80±0.74 1.99±0.77 2.14±0.72b

Number of clients 1-5 2.20±0.54

2.990
(0.020)

2.21±0.59

0.236
(0.918)

3.36±0.55ba

5.539
(<0.001)

6-10 2.24±0.52 2.25±0.50 3.23±0.53ab

11-15 2.12±0.60 2.17±0.60 3.23±0.65ab

16-20 1.87±0.67 2.19±0.70 2.74±0.96b

More than 21 1.98±0.59 2.14±0.78 2.80±0.82b

Monthly income 
Less than 150 million 
won 

2.33±0.22

3.344
(0.011)

2.77±0.887

6.578
(<0.001)

3.71±0.26a

8.915
(<0.001)

150∼200 million won 2.17±0.56 2.47±0.57 3.16±0.48ab

200∼250 million won 2.18±0.59 2.25±0.57 3.18±0.64ab

250∼300 2.10±0.55 2.09±0.52 3.18±0.71b

More than ≥300 million 
won 

1.48±0.46b 1.50±0.57c 1.92±0.78ab

Job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2.19±0.54
1.808

(0.166)

2.50±0.60a

8.324
(<0.001)

3.21±0.49
1.597

(0.205)
normal 2.18±0.59 2.25±0.57ab 3.18±0.64

satisfaction 2.02±0.57 2.01±0.56b 3.01±0.83
a,bThe same letter denot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Scheffe’ multiple comparison(p>0.05).

Table 2. Difference of ethical propens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ronbahc’s α) 값을 산출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변수가 질적 자료인 경우에는 빈도수와 백

분율, 양적 자료인 경우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자료를 정리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른 직업적 의무론, 금욕

주의, 공리주의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t-test) 또는 일변

량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수행하여 검정하였으며, 

일변량분산분석에서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경우 Scheffe의 다중비교법을 이용하여 사후 검정하였

다. 또한 직업적 소명의식과 의무론, 금욕주의, 공리주의 간

의 상관성을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적용하여 확

인하였으며,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소명의식에 미치는 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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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ontology Asceticism Utilitarianism Professional vocation
Deontology -

Asceticism 0.571** -

Utilitarianism 0.568** 0.395** -

Professional vocation 0.297** 0.099 0.305** -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values were determined by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procedure 
a,bThe same letter denot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p>0.05).
**p<0.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thical propensity and professional vocation

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무론, 금욕주의, 공리주

의를 종속변수로 두고 직업적 소명의식을 독립변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일일 근무시간과 급여를 혼란변수로 하

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PASW 

Statistics 19(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으

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α)은 0.05로 고려

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분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자가 216명

(97.7%)으로 대부분이었고, 최종학년은 전문대학 졸업자가 

139명(62.9%)이 가장 많았고, 임상경력은 3년 미만이 99명

(44.8%), 근무지는 개인치과가 90명(40.7%), 근무일수는 

주 5일이 106명(48.0%), 일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 97명

(43.9%)이고, 하루 동안 스케일링 및 본인이 관리하는 환자 

수는 6∼10명이 96명(43.4%), 급여는 150∼200만원 미만

이 86명(38.9%)이고 근무만족도는 ‘보통이다’가 122명

(55.2%)이었다<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적 윤리의식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적 윤리의식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치과위생사의 학력에 따라 직업적 

의무론에서 대학원 졸업이 2.53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이 2.19, 전문대학 졸업이 2.04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p<0.001), 공리주의 또한 대학원 졸업이 3.63으로 가장 높

았으며, 대학교 졸업 3.20, 전문대학 졸업 3.02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1). 임상경력에 따른 의무론은 12년 이상이 

2.46으로 가장 높았으며, 3년 미만이 1.92로 가장 낮았다

(p<0.001). 공리주의에서 12년 이상이 3.66으로 가장 높았

으며 3년 미만이 2.98로 가장 낮았다(p=0.001). 근무지에 

따라 금욕주의는 대학병원이 2.66으로 가장 높은(p=0.020) 

반면, 공리주의는 개인치과가 3.27로 가장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1). 근무일수에 따라 공리주의가 2주 5일

이 3.34로 가장 높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치과위생사의 일일 근무시간에 따라 의무론에서 

9시간이 2.24로 가장 높았으며, 금욕주의도 9시간이 2.22로 

가장 높았고, 공리주의도 3.35로 가장 높아 세 영역 모두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22, p=0.010, 

p<0.001).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및 진료협조를 위한 환자 

수에 따라 의무론에서 6명∼10명이 2.24로 가장 높았고

(p=0.020) 공리주의는 1∼5명이 3.36으로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급여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의무론, 금욕주의 공리주의의 세 영역 

모두가 150만원 이하에서 2.33, 2.77, 3.71로 가장 높았으

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1, p<0.001, 

p<0.001). 근무만족도에 따른 금욕주의는 불만족이 2.50으

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Table 2>.

3.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의무론, 금욕주의, 공리주의, 

소명의식의 상관관계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의무론, 금욕주의, 공리주의, 소명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Table 3과 같았

다. 측정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의무론과 금욕주의의 관련성은 0.571

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직업적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의무론, 금욕주의, 공리주의에 미

치는 요인은 Table 4와 같다.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소명의

식이 3개의 윤리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의무론, 금욕주의, 공리주의를 종속변수로 한 다음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고려된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변수선택법을 입력방법으로 설

정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설명변수들 간에 높은 상

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회귀계수 추정에 오류가 발생하여 

독립변수의 예측력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분산팽창계

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계산하여 다중공선성

을 평가하였다. 고려된 설명변수 VIF 값이 10미만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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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ontology Asceticism Utilitarianism
b S.E β 　p VIF b S.E β 　p VIF b S.E β 　p VIF

Professional vocation .186 .061 .205 .003 .205 .094 .067 .101 .166 1.238 .201 .067 .187 .003 1.238
Education .080 .060 .095 .182 .095 -.130 .065 -.151 .047 1.338 .037 .065 .037 .568 1.338
Dental service career .031 .042 .075 .454 .075 .022 .046 .052 .628 2.660 .009 .045 .018 .843 2.660
Workplace -.057 .040 -.091 .156 -.091 .037 .044 .057 .408 1.104 .102 .044 .137 .021 1.104
working days -.012 .040 -.019 .770 -.019 .069 .043 .112 .111 1.141 -.150 .043 -.209 .001 1.141
Duty hours .006 .038 .011 .872 .011 -.033 .041 -.061 .419 1.333 -.072 .041 -.114 .079 1.333
Number of clients -.116 .033 -.233 <0.001 -.233 -.043 .036 -.084 .232 1.146 -.139 .035 -.235 <0.001 1.146
Monthly income .118 .063 .190 .062 .190 .130 .069 .205 .061 2.754 .189 .068 .257 .006 2.754
F 7.054  2.645 13.661

Adj R2 0.180 0.056 0.315

p <0.001 0.009 <0.001
Durbin-Watson 1.756 1.577 1.821

Table 4. The factors influencing on intention to ethical propensity 

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으며, 더빈-왓슨 통계량 값

이 의무론은 1.756, 금욕주의는 1.577, 공리주의는 1.821로 

자기상관성도 없었다. 적합한 선형회귀모형으로 의무론

(F=7.054, p<0.001), 금욕주의(F=2.646, p=0.009), 공리주

의(F=13.661, p<0.001)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설명력은 18.0%, 5.6%와 31.5%로 나타났다(Adj R2=0.180, 

0.056, 0.315).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업적 소명의식을 보정

한 후 주관적 윤리 성향의 3개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력

은 의무론이 1단위 좋아질수록 직업적 소명의식도 0.186점 

증가하였으며(b=0186, p=0.003), 공리주의 또한 1단위 좋

아질수록 0.201점 증가하여(b=0.201, p<0.001)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에 금욕주의가 1단위 좋아질수

록 0.094점으로 감소하였으며(b=0.094, p=0.166)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의무론에서는 직업적 소명의식(b=0.186, 

p=0.003)과 본인관리환자 수(b=-0.150, p=0.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끼쳤으며 금욕주의에서는 학

력(b=-0.130, p=0.04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공리주

의에서는 직업적 소명의식(b=0.201, p=0.003), 근무지

(b=0.102, p=0.021), 근무일수(b=-0.150, p=0.001), 본인관

리환자 수(b=-0.139, p<0.001), 급여(b=0.189, p=0.006)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4>.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임상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소명의식과 윤리적 

성향이 얼마만큼 관련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는 의료인뿐만 아니

라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의료기사에게 있어서 윤리적 가치

관 확립은 임상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게 도와주고 직업

적 전문성을 키워주며, 이러한 전문성은 곧 의료행위자 자

신의 직무만족을 높여 줄 것이다3). 이는 의료 행위자의 높

은 윤리적 의식을 필요로 함을 뜻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

듯이 치과위생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측면에서 높은 수

준의 윤리적 의식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 결과에서 직업적 소명의식이 증가할수록 직업적 

윤리 요인인 의무주의, 금욕주의 및 공리주의가 증가하였고 

다만 공리주의에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근무일수가 적을수록 윤리의식이 높았으며, 또한 하루 동안 

치과위생사가 진료 및 협조에 관련하는 환자수가 적을수록 

윤리적 성향이 높았고, 반면에 급여가 많아질수록 윤리적 

성향의 하위요소인 공리주의, 의무론, 금욕주의 인식이 높

았다. 이와 한의 연구에서도 경력이 높아질수록 연봉이 높

을수록 윤리적 직무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6). 이러한 결과는 직업적 소명의식과 윤리적 성향은 

치과위생사들이 환자의 구강건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행

위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전제로 하며 이런 선택이 실무경험

에서 윤리적 가치 판단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련성

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성향의 요소인 공리주의와 의무론

을 대표적인 윤리이론 체계로 제시하였다. 공리주의의 경우

는 옳은 행위는 최소한의 고통과 더불어 최대한의 쾌락 혹

은 행복을 얻는 것이라는 “공리(utility)”의 원리에 기초한다
9). 공리주의에서 행위의 옮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행위

의 결과라면 의무론은 그 행위 자체가 가지는 원리를 가지

고서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 즉 오직 의무를 존중하는 동기

에서 의무에 맞도록 하는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10).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는 비록 아무리 유익하다 

하더라도 도덕적일 수 없다. 이는 행위의 결과나 자연적인 

경향을 따라서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에서 그 행위를 택하는 것이다11). 의무론의 경

우는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을 물리치고 내면의 양심에 따르

려는 의지의 결단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금욕주의 이론12)

은 스토아학파에서 유래한 학설로 이성적 영혼이 모든 감성

적 충동을 억제하는 것 즉 욕구와 감정의 절제가 그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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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윤리적 이론들을 토대로 한 치과위생사들의 

윤리적 성향은 자신의 직무 행동과 윤리적 의사결정에 중대

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정13)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

의 윤리적 행위는 올바른 직업윤리가치관과 직업적 책임의

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

였다. 윤리적 가치 인식이 흔들리게 되고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며 치위생과정과 직무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무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김 등14)의 연구에서는 전문직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학력과 근무경력이라고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학

력, 본인이 보는 환자 수, 일일근무시간, 급여가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간호사 대상으로 윤리

적 딜레마와 전문 직업성 연구3)에 의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자 일수록 전문직업성이 높다는 결과

를 보여주었으며, 또한 간호사들은 직업적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윤리적 성향 및 생명의 존엄성도 높다고 한다. 임상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의 고취는 전문직이라고 자부하

는 높은 직무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며 높은 직무만족도는 간

호업무수행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결과

에서 간호사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에서도 직업만족에 따

른 윤리적성향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치과위생

사들도 직업적 만족 의식을 높이고 직업적 윤리의식을 고취

시켜서 치위생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대안책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직업 만족도는 직업적 소명의식을 높일 수 

있으며 업무관계 속에서 치과위생사가 돌보는 환자 수를 환

자 수에만 편중 될 수 있는 양적인 진료보다는 질적인 진료

를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치과의사의 고용관계 속에서의 업무가 아닌 자체 독립적으

로 확고한 신념과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윤리의식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 

김과 박15)의 연구에서는 윤리적 딜레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혼일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윤리적 딜레마

가 낮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나이, 학력, 윤리적 딜레마가 낮을수록 임파워먼트

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 등16)의 연구에 의하면 대상자들

의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몰입도는 높게 나타났

으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 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

사의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프로

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17).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치과위생사들이 임상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

로 올바른 윤리적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함양과 동

시에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주며 직업적 

전문성을 키워주는데 주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치과위생사

들의 전문성은 단순한 기술적 측면에서 키워지는 것이 아니

라 치과위생사들의 직업적 소명의식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의식은 전문적인 책임의식과 올바른 윤리적 성

향의 정립을 통해 자신의 직무에 높은 만족감을 줄 수 있을 

때 발현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

담당자로서 그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이

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4). 이는 전 근무지의 손실뿐만 아니

라 교육시간, 조직적응기간 등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에 강한 소속

감을 가지도록 하는 방법론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13). 

치과위생사가 높은 직무 만족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업적 전문성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행위에 올바른 

판단을 내려 줄 높은 윤리적 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체계화된 사회적 제도와 기관의 교육을 바

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4년 전국의 치위생과 교

과과정을 살펴본 결과, 43개 대학 중 9개 대학만이 윤리가 

교양과목으로 개설이 되어있다18). 다른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윤리적 가치관과 도덕적 판단력, 책임감을 기르기 위해 윤

리교육을 필수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41개 의과대학에서는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치의학에서도 윤리교육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간호대학에서는 간호윤리를 교육하고 있

는 실정이다19). 이에 치과위생학에서도 높은 수준의 직업적 

소명의식과 전문성, 윤리적 의식을 함양한 치과위생사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기술습득에만 국한된 교육이 아니라, 다

양한 사례를 통한 윤리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

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들

을 위한 적합한 윤리교육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교육 프로그

램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임상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소명의식과 윤리적 

성향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이러한 윤리

적 성향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러한 한계

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소명의식

과 윤리적 성향을 알아보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일부 임상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소명의식과 

윤리적 성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경상

남도 통합 창원시에 근무하고 있는 임상치과위생사를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연구를 진행하

는데 문제가 없는 대상자를 편의표본추출법으로 선정한 후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대

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까지 실시하였고 221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의무론은 학력에 따라 대학원 졸

업이 2.53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이 2.19, 

전문대학 졸업이 2.04로 유의하게 나타났고(p<0.001), 

공리주의 또한 대학원 졸업이 3.63으로 가장 높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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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대학교 졸업 3.20, 전문대학 졸업 3.02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p<0.001).

2. 급여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의무론, 금욕주의 

공리주의의 세 영역 모두가 150만원 이하에서 2.33, 

2.77, 3.71로 가장 높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p=0.011, p<0.001, p<0.001).

3. 일부 치과위생사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 의무론, 금욕

주의, 공리주의와 직업적 소명의식 사이에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의무론과 금욕주의에서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4. 직업적소명의식과, 윤리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업적 소명의식

을 혼란변수로 보정을 하였다. 의무론에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업적 소명의식과 본인이 관리

하는 환자 수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금욕주

의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력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고, 공리주의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업

적 소명의식, 근무지, 근무일수, 본인이 관리하는 환

자 수, 급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부 임상치과위생사들이 직

업적 소명의식과 윤리 의식을 함양한 치과위생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기술습득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례를 통한 

윤리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상에서 양적인 

진료보다는 근무환경의 개선과 단순한 보조 및 협조업무에

서 벗어나 질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직업적 소명의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적정한 급여제공으로 치과위생사의 직

업적 소명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들을 위한 적합한 윤

리교육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교육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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