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Dent Hyg Sci Vol. 15, No. 3, 2015, pp.265-271
http://dx.doi.org/10.17135/jdhs.2015.15.3.265

RESEARCH ARTICLE

Received: March 18, 2015, Revised: April 17, 2015, Accepted: April 20, 2015 ISSN 1598-4478 (Print) / ISSN 2233-7679 (Online)
†Correspondence to: Sung-Yeon Ja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yungbok University, 154 Sinpyeong-ro, Sinbuk-myeon, Pocheon 487-717, Korea
Tel: +82-31-539-5340, Fax: +82-31-539-5348, E-mail: sungyeon29@naver.com

Copyright © 2015 by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치위생과 졸업예정자의 직업의식과 취업가치관에 대한 조사연구

장성연†

경복대학교 치위생(학)과

Study about Vocational Consciousness and Job Value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Graduating Students 

Sung-Yeon Ja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yungbok University, Pocheon 487-717, Korea

This study has an objective not only to be helpful to the understanding about studentsʼ career and employment preparation by investigating the 

present conditions which are related with vocational consciousness and job value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graduating students. Study 

subjects were 350 female graduating students in 3-year-course College, dental hygiene department at five areas of Seoul, Gyeonggi, Gangwon 

and Gyeongnam.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Statistics ver. 19.0. Regarding job values, job prospect of dental hygienist is a little 

developmental (55.2%) and institution hoping to work is dental clinic (43.2%), reasons for employment in major area are good wage and working 

environment (24.0%). And regarding opinion about job, dental hygienist job is a measure for living income (69.7%). Regarding job selection 

conditions, 35.0% subjects replied good human relationship. In the questionnaires regarding professional job in vocational consciousness 

category, results showed high percentages in that ̒ the occupation is a job in charge of oral health improvementʼ; regarding academic area, ̒ scaling 

should be done better than dentistʼ; regarding human relationship, ̒ harmony between colleagues is closely related with job efficiencyʼ; regarding 

work ethics, ̒ development of dental hospital (clinic) and dental hygienist is correlated.ʼ In vocational consciousness of study subjects, higher major 

satisfac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ofessional job consciousness and work ethics consciousness (p＜0.05) and the correlation results 

in vocational consciousness areas showed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p＜0.01). In case that the characteristic in one type is higher 

among 4 types, all other types showed high characteristics and also showed high general vocational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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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람은 직업을 통해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보

람을 찾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는다. 최근 지식

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지식과 정보가 개인 및 국가 경쟁력

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평생학습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삶과 일의 의미를 올

바르게 이해하고,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한 능력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직업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1).

직업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

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현

대산업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일정한 직

업을 가지고 있으며, 직업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또한 사회적 역할 분담으로 사회가 유지 발전하고 아울러 

개성 발휘와 자아실현으로 자기 성취의 욕구를 충족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업의 선택은 불가피

하며,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특성과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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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ification Questions Cronbach’s 
Professional job category 6 0.711

Scholarship 4 0.781

Human relations 4 0.760

Work ethic 4 0.762

Total 18 0.711

Table 1. Job-Consciousness Level Question Reliability

의 특성을 고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

을 미치는 부분이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인 직업의식이다2)
. 

직업의식은 직업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뜻한다. 이것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하지만 상당기간 지속되고 쉽게 변하

지 않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 직업에 종사하는 사

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태도, 도덕관, 가치관 등을 말하

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내지 개인적인 사회적 연대

성을 가지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주성을 깨달

아 스스로 아는 것을 말한다3)
.

Zytowski
4)는 직업가치관을 진로결정시 고려하게 되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으로 보고 있으며, Kalleberg
5)는 직업가

치관을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 관하여 가지는 생각 즉 무엇

을 원하는가에 대한 관점이라고 좀 더 일반화된 정의를 내

리고 있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전문지식과 교양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한편, 진로와 취업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그러나 졸업생의 취업문제는 대학에서의 직업

지도 차원에서 더욱더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과 관계된 진로지도나 진

로상담은 빈약한 현실이다. 이는 치위생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에서도 예외는 아니다6)
.

치위생과 재학생은 졸업 후 치과위생사라는 전문직으로 

활동하게 되며 치과 의료계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지

역주민과 치과질환을 가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예방처

치, 치과진료협조 및 경영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

한 치과위생사는 최근 현대의료 환경의 첨단화, 의료서비스

의 경쟁, 고객 대상자들의 욕구 다양화로 지속적인 의료 환

경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하며,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능력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회

에 대해 봉사지향적인 직업으로서 높은 책임감과 봉사정신, 

그리고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7)
. 그러므로 치위생과 졸

업자는 뚜렷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다.

자신의 직업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만이 보다 높

은 열의를 가지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올바른 직업의식은 사회와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조직의 각 구성원들이 지닌 직업의식 

수준에 따라 직무만족도와 직무수행결과 그리고 조직의 성

과가 달라지기도 한다8)
.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및 취업의식에 관

한 연구 논문은 이미 보고된 바 있다9-11)
. 그러나 직업의식과 

취업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치

위생과 졸업예정자들의 직업의식 및 취업가치관에 관련된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취업준비에 관한 이해

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기관에서 보다 효과

적인 진로지도 및 취업지도를 실시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되

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서울, 경기, 강원, 경남 지역의 5개 대학 3년제 

치위생과 졸업예정자 여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에서 한 문항이상 작성이 안 되었거나, 일괄적으로 작성

된 33명의 자료를 제외한 317명의 설문자료가 연구에 사용

되었다. 연구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조사원들에 의해 자기기

입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2. 연구방법

직업의 견해 및 직장선택의 조건으로는 나이, 치위생과 

전공 만족도, 치과위생사의 직업전망, 취업희망기관, 전공

분야로 취업을 원한다, 전공분야로 취업을 원하는 이유, 전

공분야로 취업을 고민하는 이유, “직업의식”과 관련한 교과

목의 개설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하였다.

직업의식은 Han
2)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ㆍ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전문직종, 학술관련, 대인관계, 근로윤

리의 4항목으로 총 18문항으로 신뢰도는 0.711∼0.781이

다(Table 1).

3. 자료분석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19.0 (IBM Co., Ar-

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대상자의 직업의 견해 및 직장선택의 조

건에 관한 견해는 빈도분석을 하였다. 직업의식, 전공만족

도에 따른 직업의식에 관련된 견해는 t-test와 ANOVA를 

검정 후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직업의식 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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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 (%)

Age (y)

    20∼22 260 (82.0)

    23∼25 48 (15.1)

    26∼28   9 (2.8)

Major course

    Satisfactory 104 (32.8)

    Normal 194 (61.2)

    Unsatisfactory  19 (6.0)

The job outlook for dental hygienists   

    A very progressive  52 (16.4)

    A little progressive 175 (55.2)

    And now there will be no difference  87 (27.4)

    Others   3 (0.9)

Employment agencies hope 

    Dental clinic  77 (24.3)

    Dental hospital 137 (43.2)

    General hospital  22 (6.9)

    University hospital  19 (6.0)

    Public health  38 (12.0)

    Others  24 (7.6)

I want to major employment sectors

    Yes 287 (90.5)

    Still being troubled  30 (9.5)

The reason you want a job as field of study   

    Major related work is due to fit into my aptitude and interests  68 (21.5)

    I think better pay and working conditions  76 (24.0)

    Because the prospect of a dental hygienist brightness  70 (22.1)

    Because they have a sense of pride and worth of the work  42 (13.2)

    Others  31 (9.8)

The reason for contemplating a career as field of study    

    Did not meet the aptitudes and interests   17 (5.4)

    Remuneration and working conditions are poor   6 (1.9)

    Lack of self-esteem for the profession as a dental hygienist   4 (1.3)

    The prospect of a dental hygienist is because the unstable   1 (0.3)

    Others   3 (0.9)

Subjects related to the need to open "professionalism" of the curriculum    

    It is necessary 211 (66.6)

    Not required 106 (33.4)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Work Values (n=317)

fficient로 분석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취업가치관

연구대상자는 총 317명 졸업예정자 여학생으로 연령은 

20∼22세 82.0%, 23∼25세 15.1%, 26∼28세 2.8%로 나

타났고, 전공학과 만족도는 만족 32.8%, 보통 61.2%, 불만

족 6.0%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취업가치관으로 치과위생사의 직업전망은 

조금 발전적이다 55.2%, 지금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27.4%, 

매우 발전적이다 16.4%, 기타 0.9%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

업희망기관으로는 치과병원 43.2%, 치과의원 24.3%, 보건

(지)소 12.0%, 종합병원 6.9%, 대학병원 6.0%, 기타 7.6%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분야로 취업을 원하는 경우 90.5%, 

아직 고민 중으로 답한 경우 9.5%이고, 전공분야로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보수와 근로환경이 좋다고 생각한다 

24.0%, 치과위생사의 장래성이 밝기 때문 22.1%, 전공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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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consciousness Value

Professional job category

    The job of playing a role in improving oral 
health

3.27±0.47

    A lifelong career with pride 2.82±0.64

    Valuable and challenging job 2.98±0.50

    I think that the scope is gradually expanding 2.87±0.66

    Is recognized as a separate job area 2.50±0.68

    Social recognition and status that is high 2.38±0.63

Scholarship

    Think of the need to need to be better at scaling 
than dentist

3.27±0.54

    There is connection between the contents in 
school curriculum and the clinical field

2.84±0.54

    Link to participate in an academic society 
aiming to enhance profession after graduation

2.88±0.58

    Dental-hygiene field need 4-year university 
course

2.48±0.72

Human relations

    Harmony with a colleague is close to efficiency 
in duty

3.55±0.55

    The atmosphere of a dental clinic depends
on a dental hygienist

3.27±0.61

    Available for the formation in horizontal 
relationship with a dentist

2.77±0.71

    Like to be active in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after graduation

2.70±0.64

Work ethic

    Only a person who is loyal to a task, which is 
given to oneself in the working life, can succeed

3.10±0.61

    If you believe that employment after graduation 
can be a good dental hygienist required in the 
workplace

3.01±0.55

    Development and evolution dental clinic dental 
hygienist think is relevant

3.16±0.52

    I think it can work over time, holiday work 
outside ofnormal working hours required by 
the dental clinic

2.32±0.7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4. Job-Consciousness Level

Classification n (%)

Views of the profession    

    Means an income for life 221 (69.7)

    Is to maintain a career and social status  51 (16.1)

    The book of dreams and self-realization  45 (14.2)

Conditions of work selected   

    Many repair work  36 (11.4)

    Good human relations at work 111 (35.0)

    Working conditions are good jobs 106 (33.4)

    Work with development potential  38 (12.0)

    Talent, work for individuality   6 (1.9)

    You can feel the rewarding work days  20 (6.3)

Table 3. The Views and Work Conditions of the Job Selection 
(n=317)

련 일이 나의 적성과 흥미에 맞기 때문 21.5%, 일에 관한 자

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기 때문 13.2%, 기타 9.8%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분야로 취업을 고민 하는 이유로는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아서 5.4%, 보수와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1.9%, 치과위생사로서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서 1.3%, 

기타 0.9%, 치과위생사의 장래성이 불안정하기 때문 0.3% 

순으로 나타났고, 교육과정에 “직업의식”과 관련한 교과목

이 개설 필요성으로 필요하다 66.6%, 필요없다 33.4%로 나

타났다(Table 2).

2. 연구대상자의 직업의 견해 및 직장선택의 조건

연구대상자의 직업의 견해로는 생활수입을 위한 수단이

다 69.7%, 출세 및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16.1%, 꿈과 자아실현의 터전이다 14.2% 순으로 나타났으

며, 직장선택의 조건으로는 인간관계가 좋은 직장 35.0%, 

근무조건이 좋은 직장 33.4%,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직장 

12.0%, 보수가 많은 직장 11.4%,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 6.3%, 재능, 개성에 적합한 직장 1.9% 순으로 나타났

다(Table 3).

3. 연구대상자의 직업의식도 정도

 연구대상자의 직업의식의 전문직종에 관한 질문에는 구

강보건향상의 일익을 담당하는 직업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학술관련으로는 치석제거는 치과의사보다 더 잘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인관계 부분

에서는 동료와는 화목은 업무효율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 높게 나왔고, 근로윤리에서는 치과병(의)원 발전과 치과

위생사 발전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가 높게 나왔다

(Table 4).

4.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따른 직업의식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의식 부분에

서 전문직종의식과 근로윤리의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Table 5).

5. 직업의식 영역간의 상관관계

직업의식의 영역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p＜0.01)를 나타내어 네 가지 유형 

중 어느 한 가지의 영역이 높으면 다른 영역들도 모두 높으

며, 전반적인 직업의식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1;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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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job category Scholarship  Human relations Work ethic

Professional job category

Scholarship 0.386**

Human relations 0.414** 0.457**

Work ethic 0.532** 0.311** 0.383**

**p＜0.01.

Table 6. Correlation among Its Subcategories

Satisfactory   Usually Unsatisfactory p-value

Professional job category 18.01±2.59a 16.36±2.04b 14.73±2.49b 0.020*

Scholarship 12.07±1.58 11.13±1.26 10.10±1.52 0.099

Human relations 12.82±1.73 12.02±1.62 10.89±1.79 0.145

Work ethic 12.28±1.76a 11.20±1.45b 10.10±1.88b 0.03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a,bSame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different by Scheffe multiple comparison.
*p＜0.05.

Table 5. Job-Consciousness Level depending on Satisfaction at a Major Course

고  찰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람들은 하

고 싶은 일, 보람된 일을 추구하고 중요한 사회적 활동인 직

업을 가지는데, 직업은 개인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격을 

부여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9).

대학생 시기는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진

로결정과 준비의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시기이며, 높은 직

업의식을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 졸

업예정자에게 있어서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개인이 

결정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다12). 개인이 성장하며 경험한 다양한 환경과 그에 따

른 가치관은 학생들의 취업가치관 및 직업의식에 많은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치위생과 학생들은 다양

한 임상실습 및 임상현장에서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교육과

정을 거치며 습득한 전문지식과 전문적 직업의식을 바탕으

로 과거 치과위생사가 진출할 수 있었던 취업의 장보다 더

욱 다양한 방면으로의 취업이 가능해졌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의 졸업 후 진로를 

지도하기 위하여 졸업예정자들의 직업의식 및 취업가치관

을 조사할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직업전망은 조금 발전적이다 55.2%, 지금

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27.4%, 매우 발전적이다 16.4%, 기

타 0.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치과위

생사에 대한 직업적인 전망은 치위생과에 재학 기간에 전공

수업시간과 임상실습 등으로 접한 치과위생사의 근무여건 

및 근무행태가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분야로 취업을 원한다 90.5%, 아직 고민 중이다 9.5% 

로 나타났고, 전공분야로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보수와 

근로환경이 좋다고 생각한다 24%, 치과위생사의 장래성이 

밝기 때문 22.1%, 전공 관련 일이 나의 적성과 흥미에 맞기 

때문 21.5% 순으로 나타났고, 전공분야로 취업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아서 5.4%, 보수와 근로환

경이 열악해서 1.9%, 치과위생사로서 직업에 대한 자긍심

이 없어서 1.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의 견해로는 생

활수입을 위한 수단이다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

분야로 취업을 원하지만 취업은 생활수입을 위한 것으로 나

타나 급여의 조건에 따라 이직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제시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직장선택의 조건으로는 인간관계가 좋은 직장 35.0%, 근

무조건이 좋은 직장 33.4%,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직장 12.0%, 

보수가 많은 직장 11.4%,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 

6.3%, 재능, 개성에 적합한 직장 1.9% 순으로 나타났다. 직

장 선택의 조건 중 발전가능성이 있는 직장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Lee 등10)과 Han2)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취업가치관 및 직업의

식이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직업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

아실현과 재화의 획득이지만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책

임감을 수반하는 것이며,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하여 전문 

직업인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직업적 행위를 해야 

한다14). 

직업의식의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동료와의 화목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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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가 3.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전문직종 영역에서 구강보건향상의 일익을 담당하는 

직업이다와 학술관련 영역에서는 치석제거는 치과의사보

다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각각 3.27점으로 나타났으

며 근로윤리 영역에서는 치과병(의)원 발전과 치과위생사 

발전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가 3.16점으로 나타나 

Han
2)의 연구와 Lim

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합

리적이고 효율적인 치과진료, 양질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위

해 동료와의 팀워크가 중요함을 자각하며 자신의 맡은 업무

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의식 부분에서 

전문직종의식과 근로윤리의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5). 이는 전공시간에 전문직 태도 및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

다는 것이 습득되었으며, 자신의 업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이라는 인식이 고취되어 보여진 결과라 할 수 있다15)
.

직업의식의 영역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p＜0.01)를 나타내어 네 가지 유형 

중 어느 한 가지의 특성이 높으면 다른 특성들도 모두 높으

며, 전반적인 직업의식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Jang
16)의 

연구와 Lim
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졸업예정자들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졸업 후 취업에 대한 가치관과 직업의식이 높게 

나타나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전문직으로서 치과위생

사에 대한 확신과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바람직

한 취업지도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

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

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주의가 요구되며, 취업가치관 및 

직업의식과 관련된 문항개발과 4년제 학제의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를 포함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요  약

본 연구는 치위생과 졸업예정자들의 직업의식 및 취업가

치관에 관련된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취업준

비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기관

에서 보다 효과적인 진로지도 및 취업지도를 실시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직업의식으로는 전문직종에 관한 질문에

는 ‘구강보건향상의 일익을 담당하는 직업이다’, 학술관련

으로는 ‘치석제거는 치과의사보다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인관계 부분에서는 ‘동료와의 

화목은 업무효율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로윤리에서는 

‘치과병(의)원 발전과 치과위생사 발전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가 높게 나왔다.

취업가치관으로 치과위생사의 직업전망은 조금 발전적

이다 55.2%, 지금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27.4% 순으로 나

타났으며, 취업희망기관으로는 치과병원 43.2%, 치과의원 

24.3%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분야로 취업을 원하는 경우 

90.5%, 아직 고민 중으로 답한 경우 9.5%이고, 전공분야로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보수와 근로환경이 좋다고 생각한

다. 24.0%, 치과위생사의 장래성이 밝기 때문 22.1% 순으

로 나타났다. 전공분야로 취업을 고민 하는 이유로는 적성

과 흥미에 맞지 않아서 5.4%, 보수와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1.9%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의식 부분에

서 전문직종의식과 근로윤리의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05), 직업의식의 영역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p＜0.01)로 

나타나 네 가지 유형 중 어느 한 가지의 특성이 높으면 다른 

특성들도 모두 높으며, 전반적인 직업의식 또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라 전공시간에 전문직 태도 및 직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여야 하며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 습득

되었고, 자신의 업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이라는 인식

이 고취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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