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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study aim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and sense 

of vocation of the clinical dental hygienist. 

Methods : The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221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the City of 

Changwon(unified), BusanㆍGyeongsangnam-do.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IBM SPSS 

Statistics 19.0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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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and a 

sense of vocation was higher for the dental hygienists with a higher level of education attainment, 

higher monthly salary, higher job satisfaction level, extroverted personality, and the dental hygienists 

in a low neurotic group(p<0.001).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results among job satisfaction, 

personality type and the sense of vocation, a sense of vocation and job satisfaction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hile the sense of vocation and neurotic tendency have a negative correlation(p<0.01). 

The results of logistic-regression analysi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ense of vocation are 

as follows: education attainment(p<0.001), salary(p<0.05), extroversion(p<0.001) and neurotic 

tendency(p<0.05). 

Conclusions : Nature of consciousness, depending on the type of professional vocation was 

to determine the difference.

Key Words : eysenck personality type, sense of vocation, work et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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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1)에 의하면 직장인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직장인의 행복 증진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는 개인의 삶에서 직업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

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소명(calling)

이란 원래 종교적 개념으로서 신의 부름을 받은 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차츰 일반화되어 개인적,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하여 그것에 헌신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발전했다2)
. 이에 Dick과 Duffy

3)와 박과 유4)는 소명은 

스스로 자신의 일에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며 사회적으로 헌

신이 가능하도록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라고 정의하였

고, Clase와 Ruiz Quintanilla
5)는 소명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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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여 재정적인 보상에 관계없이 직

업만족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반면에 직업스트레스

는 매우 낮게 경험한다고 하였다. 

성격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적인 특징으로 

감정, 사고 및 행동양식을 포함하고 있다6)
. 인간의 성격에 

대한 관심은 인간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7)
 상황에서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을 고스란히 표현할 수 있는 결정체이

다8)
. 선행연구의 결과로 Pervin

9)은 환경과 개인의 성격이 잘 

부합될수록 종업원들의 수행이 높고 조직에 더 만족하며 스

트레스도 적게 느낄 것이라고 하였고, 유10)는 조직성격과 개

인성격이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조직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

고 있다고 지각하여 조직에 대한 몰입과 만족은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직 의도는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국민들의 치과의료 지식의 향상과 치과의료 환경의 내·외

적인 변화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업무도 점점 세분화되어가고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11)
. 이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구강

병 예방을 위한 업무뿐만 아니라 병원관리업무와 환자관리 

등 구강진료기관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2)
. 

치과위생사는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직업이므로 어느 

직업보다 높은 직업윤리와 생명윤리를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

의 확립이 중요하다13)
. 이에 치과위생사는 직무관련 지식이

나 기술의 연마와 함께14)
 소명감과 자신감,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직업인으로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15)
. 현재까지 

여러 선행연구들2,11-15)에서 치과위생사와 직업성,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 대부

분은 근무환경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또는 직업기대에 관한 

변수들을 주로 다루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업소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

고 성격유형과 직업소명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이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부산ㆍ경상

남도 통합 창원시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비확률 표본추출법인 편의표본추출법으

로 선정한 후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29부

를 제외하고 최종 221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항은 일반적인 특성 5문항, 근무만

족에 관한 1문항, 성격유형은 하위개념인 외향성요인에 관한 

18문항과 신경증적경향성에 관한 26문항, 직업적 소명의식에 

관한 12문항 총 62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요인별 세부 측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2.1. 성격유형 측정도구
성격유형은 이16)가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Eysenck와 Eysenck17)의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를 

번역하여 “한국판 아이젱크 성격검사-성인용”으로 재편성한 

문항 가운데 외향성요인과 신경증적경향성에 관한 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1947년부터 시작해서 30여

년의 연구과정을 거쳐 제작되었고 현재 25개국 등에서 널리 

표준화되어 활용되고 있다7). 점수는 5점 리커트 척도(Likert)

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

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및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사용하

였다. 외향성요인에서 외향적과 내향적의 성격구분은 외향

성요인에 관한 18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한 후 중앙값을 구하

고 중앙값 이상의 점수를 외향적인 성격의 대상자로, 중앙값 

이하의 점수를 내향적인 성격의 대상자로 구분하였다. 신경

증적경향성 또한 외향성요인의 분류와 동일하게 26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한 후 중앙값을 기준으로 저 신경증군과 고 

신경증군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외향성요인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0.835이고, 신경증적경향성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0.927이었다.

2.2. 직업적 소명의식
Hall18)의 개발한 설문지를 이와 한13)의 치과위생사에게 맞

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점수는 5

점 리커트 척도(Likert)를 사용하였고 성격유형과 동일하게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적 소명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직업

적 소명의식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0.803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연구대상자

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일반적인 

특성과 소명의식의 관련성은 t-test와 일변량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고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성격유형과 근무만족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하였고, 근무만족, 성격유형과 직업적 소명의식의 상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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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N %
Gender Female 216 97.7

Male 5  2.3

Education 

attainment

College
139 62.9

University 58 26.2

Graduate school 24 10.9

Religion Christianity 33 14.9

Catholic 13  5.9

Buddhism 46 20.8

No religion 129 58.4

Marital status Married 47 21.3

Single 172 77.8

Divorced 2  1.0

Monthly 

salary

Less than 150million 
72 32.6

(Korean won) 150 million to less 

than 200million
86 38.9

200million to less 

than 250million
49 22.2

250million to less 

than 300million
11  5.0

300million or more 3  1.4

Job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3  1.4

Unsatisfied 28 12.7

Neutral 122 55.2

Satisfied 59 26.7

Very satisfied 9  4.1

Extraversion Introverted 70 31.7

Extrovert 151 68.3

Neurotic 

tendency

Low neurotic group 
90 40.7

High neurotic group 131 59.3

　Total 221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Category
Sense of 
vocation T or F 

p-
valueMean±SD

Gender Female 3.06±0.63
 .573 .879

Male 3.10±0.87

Education 
attainment

College 2.92±0.53a

27.699 .000***University 3.05±0.65a

Graduate 
school

3.86±0.63b

Religion Christianity 3.07±0.74

 .351 .788
Catholic 3.01±0.50

Buddhism 3.14±0.55

No religion 3.03±0.66

Marital 
status

Married 3.17±0.87

1.399 .249
Single 3.03±0.56

Divorced 2.58±0.71

Monthly 
salary

Less than 
150million

2.89±0.63a

7.403 .000***

(Korean 
won)

150 million to 
less than 
200million

3.09±0.46a

200million to 
less than 
250million

3.01±0.73a

250million to 
less than 
300million

3.79±0.83b

300million or 
more

4.03±0.70b

Job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2.28±0.13a

10.192 .000***Unsatisfied 2.70±0.50ab

Neutral 2.98±0.61bc

Satisfied 3.43±0.61bc

Very satisfied 3.07±0.57c

Extraversion Introverted 2.79±0.52
1.364 .000***

Extrovert 3.18±0.66

Neurotic 
tendency

Low neurotic 
group 

3.32±0.61
.004 .000***

High neurotic 
group 

2.88±0.60

***p<0.001   a,b,cDuncan multiple range test

Table 2. The relationship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nse of vocation of the study population and 
personality type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하였으며, 

직업적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항목을 독립변수로 하고 직업적 소명

의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여자 216명(97.7%), 남자 5명(2.3%), 학력은 전문대

학 139명(62.9%), 대학 58명(26.2%), 대학원 24명(10.9%), 종

교는 무교 129명(58.4%), 불교 46명(20.8%), 기독교 33명

(14.9%), 천주교 13명(5.9%), 결혼여부는 미혼 172명(77.8%), 

기혼 47명(21.3%), 월 급여는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86명(38.9%), 150만 원 미만 72명(32.6%), 200만 원 이상∼250

만 원 미만 49명(22.2%), 근무만족에서 보통 122명(55.2%), 

만족 59명(26.7%), 불만족 28명(12.7%), 성격유형은 외향성요

인은 외향적 151명(68.3%), 내향적 70명(31.7%), 신경증적경

향성은 고 신경증군 131명(59.3%), 저 신경증군 90명(40.7%)

으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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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satisfaction Extraversion Neurotic 

tendency
Sense of 
vocation

Job 
satisfaction

-

Extraversion   .278** -

Neurotic 
tendency

-.176** -.109 -

Sense of 
vocation

  .345**     .281** -.340** _

**p<0.01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personality 
type, sense of vocation 

Classification OR(95% CI) VIF p-value
Education attainment(college: reference)

    University 0.143 (0.089,  0.099) 1.057 .110

    Graduate school 0.809 (0.143,  0.394) 1.366    .000***

Monthly salary
(less than 150million: reference)

    150 million to less than 200million 0.172 (0.092,  0.131) 1.387 .064

    200million to less than 250million 0.041 (0.121,  0.026) 1.721 .736

    250million to less than 300million 0.550 (0.236,  0.187) 1.814 .021*

    300million or more 0.779 (0.368,  0.141) 1.241 .035*

Job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reference)

    Unsatisfied 0.127 (0.200,  0.088) 6.502 .527

    Neutral -0.123 (0.190,  -0.096) 7.383 .516

    Satisfied -0.288 (0.216,  -0.150) 4.264 .183

    Very satisfied -0.637 (0.347,  -0.115) 1.341 .068

Extraversion(Introverted: reference) -0.470 (0.107, -0.289) 1.078   .000***

Neurotic tendency

(Low neurotic group: reference)
0.218 (0.101,  0.142) 1.075 .032*

Adjusted R2 =0.351     F=10.909     Durbin-Watson=0.682     p-value < 0.001
*p<0.05, ***p<0.001

Table 5.  Logistic–regression analysi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ense of vocation

Category
Job 

satisfaction p-value
Mean±SD

Extraversion Introverted 2.89±0.69
.000***

Extrovert 3.34±0.75

Neurotic 
tendency

Low neurotic group 3.36±0.66
.009**

High neurotic group 3.08±0.80
**p<0.01, ***p<0.001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and 
job satisfaction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격유형과 
소명의식의 관련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성격유형과 소명의식의 관련

성을 살펴본 결과, ‘학력’, ‘월 급여’,  ‘근무만족’,  ‘외향성’ 및 ‘신경

증적경향성’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1). 즉 학력이 높을수

록 소명의식이 높았고, 월 급여와 근무만족이 높을수록 소명의식

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격유형에서는 외향적인 대상자와 저 신경

증군 대상자에서 소명의식이 높게 나타났다<Table 2>.

3. 성격유형과 근무만족의 관련성

성격유형과 근무만족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외향성 요

인(p<0.001)과 신경증적경향성(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즉 외향적인 성격의 대상자와 저 신경증 군의 대상자

에서 근무만족이 높았다<Table 3>.

4. 근무만족, 성격유형, 직업적 소명의식의 
상관관계 분석

근무만족, 성격유형과 직업적 소명의식에 관한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소명의식과 근무만족의 상관관계는 0.345

로 가장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소명의식과 신경

증적경향성은 –0.340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

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5. 직업적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직업적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력(p<0.001), 월 급여

(p<0.05), 외향성(p<0.001) 및 신경증적경향성(p<0.05)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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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Table 5>.

총괄 및 고안

전문직이란 일반적으로 전문가, 자율, 권위, 책임감의 특징

을 가지고 인류와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 즉 높은 수준의 교육

을 받고 고도의 지식 및 기술적 차원의 능력을 갖춘 전문인들

이 합리성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직업을 말한다19). 치과위생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치과위생

사 윤리강령의 본질과 철학을 중시하는 사고와 행동으로 국

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

야 한다14). 이에 본 연구는 직업적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 성격유형과 소명의식 두 종속변수의 관련성

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성격유형과 

소명의식의 관련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소명의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김 등20)의 연구에서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대상자에서 전문 직업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학력이 

높다는 의미는 연령과 경력 또한 높다는 맥락 하에, 조직 내의 

역할이 관리자급일 것으로 여겨지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의사

결정권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에 직업적으로 자율성

이 보장되어 전문 직업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월 급여는 150만 원 미만인 대상자에

서 2.89점으로 소명의식이 가장 낮았고 300만 원 이상인 대상

자에서 4.0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와 김21)의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월 급여가 150만 원 이하의 대상자가 이직의도가 가장 높고 

보수의 만족도와 자율성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00

만 원 이상의 대상자에서 이직의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보수와 자율성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의 결과

와 일치하였다. 또한, 이와 한13)의 연구에서도 경력과 연봉이 

높은 대상자는 윤리적인 성향과 전문 직업성이 높게 나타났

고, 연봉이 2,000만 원 미만의 대상자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여 급여는 직업만족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

며 직업소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무만족이 높은 대상자에서 소명의식이 높게 나타났

다. 장과 이22)는 성인 직장인의 소명의식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현재의 직업이 자신의 소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경우 직업만족도의 수준이 높아져 결국에는 삶의 질

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Dick과 Duffy3) 또한 소명의식

은 일의 의미를 통해 직업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로 소명의식이 높아서 근무만족이 높

게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반대의 경우로 근무만족이 높아서 

소명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인지는 단면조사 연구의 한계로 

해석에 주의를 요하며 추후 전향적 코호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성격유형의 하위개념인 외향성의 분류에서 

내향적 2.79점에 비해 외향적인 대상자가 3.18점으로 소명의

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박23)은 사회형으로 분류되는 외향

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려 지내고 협동적으

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며 상호 작용에 능숙한 결과를 나타냈

다고 하여 대인관계에서 능숙하고 원만한 외향적인 대상자에

서 직업소명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지며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신경증적경향성에서 저 신경증군이 소명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만족, 성격유형과 직업적 소명의식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직업적 소명의식과 근무만족은 0.345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직업적 소명의식과 신경증적 경향성을 

-0.340으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즉, 직업적 소명의식이 높을

수록 근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저 신경증군에서 직

업적 소명의식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적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

귀분석 결과, 학력과 월 급여가 높을수록 외향적인 성격의 대상

자와 저 신경증 군의 대상자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성격유형에 관한 지금까지의 보고를 참고하면24)
 외향적인 

성격의 대상자는 변화에 능동적이며 조직 내 구성원들과 협

력하여 활발한 의사소통 및 적극성을 보여 의사와 환자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요구하는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

으로 여겨지고, 내향적인 성격의 대상자는 조용하고 꼼꼼하

여 자기내부로 에너지를 집중시켜 주의 깊게 일을 처리하며 

항상 이해한 다음에 경험하는 순차적인 반응을 선호하므로 

환자 개개인에게 관심을 두는 세밀한 영역의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어떤 성격의 대상자가 조직 생활에 잘 맞고 안 맞고의 

양면적인 결론보다는 개개인의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

고 존중하는 배려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내향적

인 성격의 대상자와 고 신경증군 대상자에 대한 근무만족과 

직업적 소명의식의 고취를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의 관심과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 향후 대규모 조사의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본인 스스로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조직이 지닌 특성을 이해하고 동질성을 지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치과위생사들을 편의 추출하여 측

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고, 단

면조사의 제한점으로 인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무리

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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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성격유형과 소명의식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

였다. 연구대상은 부산·경상남도 통합 창원시에 근무하는 치

과위생사 221명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성격유형과 소명의식의 

관련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월 급여가 많을수록, 근무만

족이 높을수록, 성격유형에서 외향적일수록 저 신경증

군의 대상자에서 높게 나타났다(p<0.001).

2. 근무만족, 성격유형과 소명의식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소명의식과 근무만족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소

명의식과 신경증적경향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

다(p<0.01)

3.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

석 결과, 학력(p<0.001), 급여(p<0.05), 외향성요인

(p<0.001) 및 신경증적경향성(p<0.05)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직업적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

를 확인할 수 있었고, 성격유형에 따라 직업적 소명의식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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