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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Recently, subjective career success has been used as a criterion for evaluating career 
suc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evaluate a simplified subjective career 
success inventory for dental hygienists. Methods: Subfactors of the subjective career success 
inventory consisted of career satisfaction, employability, and job satisfaction.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existing tools were evaluated through the basic items composition, content validity 
index (CVI), preliminary survey, and main survey process according to dental hygienists. The 
preliminary survey was composed of 35 questions by verifying the content validity twice from the 
existing 63 questions, and the main survey was conducted with a total of 12 questions. Samples 
were conveniently extracted from dental hygienists with a clinical career of ≥3 years and surveyed 
online from March 12, 2020 to June 30, 2020. Data of 320 people were collected, of which 284 were 
finally analyze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were analyzed using SPSS 18.0 and AMOS 18.0 (p<0.05). 
Results: The subjective career success was a shortened inventory composed of nine questions, and 
the overall reliability was Cronbach’s α=0.841.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ree factors were 
extracted. As a result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ach measurement variable significantly 
explained the latent factor, and the fit of the model was appropriate. The fit of the model was 
appropriate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mong the sub-factors of subjective career success, 
career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ntention to stay (p<0.05). 
Conclusions: The simplified subjective career success inventory developed for dental hygienists 
was found was found to be a useful tool in term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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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조직심리학 분야에서 경력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경력(Career)이란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일과 관련하여 얻는 모든 객관적, 주관적 경험의 과정이다[1]. 경력 관련 연구는 경력태도, 경력계획, 경력관
리행동, 경력몰입 등 다양한 변인들이 있다[2]. 그중 한 측정변수인 경력성공(Career success)은 업무 경험
을 통해 얻은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상태 및 업무와 관련된 성취를 의미한다[1]. 경력성공은 개인의 경력을 
얼마나 잘 관리하였는지 판단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3].

Hughes[4]는 1937년에 경력을 객관적 경력과 주관적 경력으로 구분하였다[5]. 객관적 경력성공(Objective 
Career Success; OCS)은 관찰할 수 있고 객관적 지표로 측정할 수 있는 경력 성취를 의미하며, 주로 임금과 
승진으로 측정된다[6]. 주관적 경력성공(Subjective Career Success; SCS)은 자신의 경력에 대한 성공 여부를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로 자신의 경력과 직무에 대한 성취감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다[2,7].

초기의 경력성공 연구는 객관적 경력성공(OCS)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8]. 승진이나 급여 상승, 위계적 지
위 등이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이러한 객관적 지표를 통해 경력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예측 불
가능하고 조직환경과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로 경력성공에 대한 평가기준도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경력환
경에서 조직구성원들은 가시적인 성취보다는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 심리적 만족, 역
량 개발 등과 같은 주관적인 성취를 선호하고 있다[7,9]. 경력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과 중요도, 가치관이 다
양하므로 객관적 준거보다 주관적 측면에서 경력에 대한 평가가 강조되기 시작했다[2,5]. 최근 국내의 경력
성공 문헌들 132편을 리뷰한 연구[7]에서 객관적성공 1편, 주관적 성공 115편, 혼합연구 16편으로 확연하게 
주관적 경력성공(SCS)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주관적 경력성공(SCS)의 하위개념 역시 다양하게 내포
된다[1]. 그동안 주관적 경력성공(SCS)의 하위요인으로 경력만족, 직무만족, 삶의 만족, 승진만족, 보수만족, 
직업성공, 고용가능성 등 다양한 변인들이 구성되었다[7]. 이들 중 주관적 경력성공(SCS) 개념특성상 객관
적 경력성공(OCS)의 개념보다 더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며 본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개인·심리적 차원인 세 
가지 변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7]. 그 중 경력만족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직무만족과 고용가능성 역
시 여러 연구에서 주관적 경력성공 하위요인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5,7].

Greenhaus 등[10]이 제시한 경력만족은 전 생애 영역에서 일과 관련된 경력에 대한 누적된 경험과 기회
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Johnson[11]의 고용가능성은 개인이 현재 소속된 조직이나 외부 조직에서 고
용이 보장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이다. 이것은 취업할 가능성보다는 자신의 고용기회 역량에 대한 체감이
라고 볼 수 있다. 직무만족은 직무 경험으로 생기는 모든 감정과 태도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며, 최근 치과위
생사 대상으로 개발된 직무만족 도구[12]를 사용하여 주관적 경력성공(SCS)의 하위개념을 구성하였다. 이 
세 가지 하위변인은 개인의 경력에 대한 만족이나 성취의 감정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근속의사는 현
재 조직에 계속 남아있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라고 볼 수 있다[13]. 치과계에서 인력난은 여전히 고질적 문제
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83편의 치과위생사 이직의도를 고찰한 연구에서 이직의도와 가장 많이 사용된 
예측변수가 직무만족이었다[14]. 또한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이 높으면 이직의도가 낮아진다고 나타났다
[14]. 반면 이직의도와 상반된 의미인 근속의사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외부요인이 아닌 직무만족
과 같은 개인의 주관적 심리요인으로 이직률을 낮추고 치과위생사의 장기근속을 도모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력성공에 관한 국내 연구는 1996년 경영학 분야에서 시작하여 2000년대부터 증가하였다[2,7]. 현재 기
업 경영 분야에 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경력성공에 관한 연구가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인접 분야인 간
호학에서는 2010년부터 경력성공 관련 연구를 다루기 시작했지만 연구 수가 적다[7]. 치위생 분야에서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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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성공에 관한 연구가 지금까지는 없다. 경력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고 있고, 경력성공에 대한 연구가 타분
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치위생 분야에서는 아직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치위생 분야에서도 치
과위생사들이 어떻게 경력을 관리하고 있는지, 주관적 경력성공이 개인과 조직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연구될 필요가 있다. 기존 경력성공 도구는 단일구성개념으로 사용되는 예는 거의 없고, 다양한 관련 변수
들을 합쳐서 사용하다 보니 문항 수가 많고, 타 직종 연구들이기 때문에 치위생 분야에 맞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관적 경력성공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여 치과
위생사에게 적합한 단축형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직무만족의 기존 문항들을 치과위생사에 맞게 내용타당도를 평가한다. 둘째,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구성타당도를 평가한다. 셋째, 개발된 측정도구의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예측타당도와의 관계를 평가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치과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3년차 이상 임상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2020년 3월 12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조사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네이버폼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대상자가 링크를 열어서 설문 작성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연구대상
자 수는 총 문항 수의 5~10배[15] 또는 300명 이상의 대상자가 적절하다[16]는 근거와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3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1, 2년차 치과위생사인 경우와 조사내용 일부가 누락
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36명을 제외하고 28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00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연구승인(201910-002)을 받았다.

2. 연구도구 개발과정
1) 기초문항 구성
치과위생사의 주관적 경력성공의 이론적, 조작적 개념과 구성요인을 설정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기

존 도구들을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주관적 경력성공은 경력만족 25문항, 고용가능성 14문항, 직무만족 24문항으로 총 63문항(Cronbach’s 

α=0.962)으로 구성하였다. 경력만족은 Greenhaus 등[10]의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한 김과 김[17], 남[18], 심
[19], 오[20], 이[21], 정[22], 최[23]의 도구를 취합하여 정리하였다(Cronbach’s α=0.950). 고용가능성은 
Johnson[11]의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한 김과 김[17], 남[18], 심[19], 오[20], 정[22]의 도구를 취합하여 정리하
였다(Cronbach’s α=0.927). 직무만족은 Shugars 등[24]의 도구를 번안하여 임과 박[12]이 치과위생사용 직무
만족 측정도구로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Cronbach’s α=0.895).

2)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
측정도구의 문항을 치위생학과 교수 1인과 연구자가 치과위생사에게 적합한 용어와 내용으로 수정하였

다. 전문가의 수는 3인에서 최대 10인 정도가 적절하다는 근거[25]에 따라 1차 6명, 2차 8명으로 구성하여 두 
차례에 걸쳐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1차 전문가 그룹은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치과위생사 1인, 치위생
학 박사 3인, 치위생학 박사과정 2인으로 구성하였다. 2차 전문가 그룹은 치위생학과 교수 1인, 임상경력 10
년 이상의 치과위생사 2인, 치위생학 박사 3인, 치위생학 박사과정 2인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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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문가에게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후 동의를 구한 뒤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각 문항이 
치과위생사 대상에게 적절한지와 수정해야 하거나 불명확한 문항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다. 
각 문항의 타당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내용타당도는 문항수준 내용타당도(Item level content validity index, [I-CVI])와 척도수준 내용타당도
의 평균 값(Scale-level content validity index/averaging, [S-CVI/Ave])으로 검증하였다[26]. 문항수준 내용
타당도는 3점 또는 4점에 응답한 전문가의 비율을 계산하여 0.80 이상인 항목을 선택하는 방법이며, 척도수
준 내용타당도는 3점 또는 4점이라고 응답한 문항이 몇 개인지 그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0.80 이상이면 
내용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1차 내용타당도 검증에서 CVI값이 0.80 미만인 21
문항이 삭제되었으며, 2차 내용타당도 결과 이해하기 모호한 문장이거나 경력과 관련이 적은 7문항이 추가
로 삭제되었다.

3) 예비문항 확정
치과위생사의 주관적 경력성공을 측정하기 위해 예비도구로 선정된 문항은 주관적 경력성공 35문항

(Cronbach’s α=0.934)으로 경력만족 9문항(Cronbach’s α=0.878), 고용가능성 6문항(Cronbach’s α=0.813), 
직무만족 20문항(Cronbach’s α=0.889)으로 하였다. 예측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근속의사 17
문항(Cronbach’s α=0.865)로 정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8문항으로 총 60문항을 구성하였다.

4) 최종문항 선정
치과위생사의 주관적 경력성공을 측정하기 위한 본조사 도구는 50명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 

후 문항 내용분석과 반복적인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통해 23문항을 제외하고, 총 12문항
(Cronbach’s α=0.880)으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경력성공 도구의 하위요인은 경력만족 4문항(Cronbach’s 
α=0.814), 고용가능성 4문항(Cronbach’s α=0.768), 직무만족 4문항(Cronbach’s α=0.899)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인 근속의사는 총 4문항(Cronbach’s α=0.759)으로 정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총 8문항으로 개인 특성인 연령, 혼인 여부, 학력과 근무적 특성인 총 근무 년 수, 직위, 이

직 횟수, 근무기관 유형, 소득(월급)으로 구성하였다.

2) 주관적 경력성공
주관적 경력성공은 총 12문항으로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직무만족으로 각 4문항씩 구성하였다. 경력만

족은 타인과 경력 비교, 경력달성 방향, 경력목표 달성, 기술과 능력개발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고용가
능성은 현재 습득된 기술과 능력에 따른 고용기회, 가치 인정, 쉬운 고용 가능, 성공적인 직장생활 관련 내용
으로 구성되었다. 직무만족은 치과위생사로서 자부심, 직업적 희망 만족, 주변 추천, 전반적 직업 만족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3) 근속의사
근속의사는 4문항으로, 문항은 우리 치과 병(의)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여부, 근무조건 만족, 치과 병

(의)원 원장의 인성과 치과위생사의 정체성 인정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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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량 분석을 하였고, 구성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탐

색적 요인분석(주성분분석, Varimax 회전)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개념 신뢰도, 집중타당성,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내적 일관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신뢰도분
석을 시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PASW Statistics ver. 18.0 (IBM Co., Armonk, NY, USA)와 IBM SPSS AMOS 
18.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참여자의 평균연령은 30.58세이며, 대부분 25-34세(74.7%)였다. 참여자의 63.0%가 미혼이었으며, 

69.0%가 전문대 졸업이었다. 근무적 특성으로는 총 경력이 평균 8.15년이었으며, 54.2%가 진료스텝이었다. 
이직횟수는 평균 2.51번이었고, 3번 이상 이직한 경우(47.9%)가 가장 많았으며, 56.0%가 5인 이상 치과의원
에서 근무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월급은 265만원(최소 150만원, 최대 830만원)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N(%) Mean±SD
Age (yrs) ＜25 18(   6.3)   30.58±5.30

25-＜30 126( 44.4)
30-＜35 86( 30.3)
35-＜40 32( 11.3)
≥40 22(   7.7)

Marital status Single 179( 63.0)
Married 105( 37.0)

Education status College 196( 69.0)
University 76( 26.8)
Master 10(   3.5)
Doctor 2(   0.7)

Total career (yrs) 1-5 96( 33.8)     8.15±4.34
6-10 126( 44.4)
≥11 62( 21.8)

Position Staff 154( 54.2)
Team leader 62( 21.8)
≥Head or manager 68( 23.9)

Turnover (n) 0 56( 19.7)     2.51±2.10
1 50( 17.6)
2 42( 14.8)
≥3 136( 47.9)

Type of workplace ＜5 Dental clinic 93( 32.7)
≥5 Dental clinic 159( 56.0)
≥Dental hospital 32( 11.3)

Income (ten thousand won) ＜200 13(   4.6) 265.80±73.99
200-＜300 211( 74.3)
300-＜400 51( 18.0)
≥400 9(   3.2)

Total 284(100.0)



176 ̇  J Korean Soc Dent Hyg 2021;21(2):171-82 박수옥 · 조영식 / 치과위생사용 단축형 주관적 경력성공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 177

https://doi.org/10.13065/jksdh.20210017 https://doi.org/10.13065/jksdh.20210017

2. 탐색적 요인분석
반복적인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요인적재량이 0.5 미만이거나 공통성이 0.5 미만인 문항들을 삭제

하여, 최종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Table 2>. 요인분석 시행 전 도구의 적합도를 측정하였고, KMO 값은 
0.82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값은 1121.958 (p<0.001)로, 요인분석 조건에 부합하였다. 요인
분석을 통하여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이 3개로 추출되었고, 누적 설명률은 74.09%였다. 각각의 문항은 다
음과 같다.

제 1요인인 경력만족은 “지금까지 나의 직장경력을 돌이켜 볼 때, 나는 전반적으로 성공한 편이다”, “내
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내가 원하는 경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나의 업무에서 내가 원하는 
경력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등 6개의 문항이 삭제되었다. 최종문항은 “나는 현재 나
의 경력을 내가  원하는 달성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만족스럽다(CS-18)”, “나는 내가 설정했던 경력에 대
한 목표 달성 면에서 만족한다(CS-19)”, “나는 나의 기술과 능력개발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경력에 만
족한다(CS-21)”의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제 2요인인 직무만족은 “나는 다른 직군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소득(수입)에 만족한다”, “나는 치위생 분
야의 기술적 변화(새로운 시스템 등)에 잘 적응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치위생수행능력(치과진료업무)의 질
적 수준에 만족한다” 등 17개의 문항이 삭제되었다. 최종문항은 “나는 치과위생사인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JS-19)”, “만약 주위에서 치과위생사에 관심이 있다면, 나는 치과위생사를 추천할 것이다(JS-22)”, “전반적
으로, 나는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에 만족한다(JS-24)”의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제 3요인인 고용가능성은 “동년배들과 비교할 때, 나는 내 분야에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능력과 기술
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남들보다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조직에서도 필요
한 다양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 3개의 문항이 삭제되었다. 최종문항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
술과 능력은, 다른 치과에서도 나를 가치 있는 인력자원(인재)으로 여길 것이다(EA-1)”, “내가 현재까지 획
득한 기술과 능력을 고려하면, 나는 많은 스카우트(승진, 채용)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EA-6)”, “내가 원
하면, 나는 내 분야에서 새로운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EA-12)”의 3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ubjective career success 

Items (N=9) Factor loading Communality
1 2 3

Career satisfaction CS19 0.818 0.216 0.147 0.738
CS18 0.802 0.232 0.169 0.726
CS21 0.783 0.144 0.193 0.671

Job satisfaction JS24 0.191 0.892 0.126 0.848
JS22 0.127 0.868 0.029 0.769
JS19 0.238 0.820 0.137 0.747

Employability EA12 0.092 0.078 0.893 0.813
EA6 0.273 0.142 0.828 0.781
EA1 0.521 0.072 0.547 0.575

Eigen value 4.053 1.606 1.009
% of variance 45.034 17.840 11.216
% of cumulated variance 45.034 62.874 74.090
Cronbach’s α = 0.841 0.756 0.73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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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경력성공 도구는 예비조사(35문항)와 본조사(12문항)를 거쳐 최종 9문항으로 정해졌다. 최종 9문
항의 Cronbach’s α값을 검증한 결과 각각 0.756, 0.731, 0.743이며, 전체 0.841로 높은 내적일관성을 나타냈
다<Table 2>. 기존 예비문항의 Cronbach’s α값도 0.934로 매우 높은 신뢰도였는데 이와 비교하여 봤을 때 
최종문항에서도 문항을 많이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뢰도를 유지했다.

3.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3개 요인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고 측정모

델을 평가하였다. 검정 결과는 χ2=49.607로 p<0.001수준에서 유의하였고, CMIN/DF=2.067, GFI=0.963, 
AGFI=0.930, NFI=0.956, IFI=0.977, CFI=0.977, TLI=0.965, RMR=0.044, RMSEA=0.061이었다. 모형의 적
합도는 모든 결괏값을 함께 비교했을 때 기준치에 근접하였으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Fig. 1, Table 3>.

Fig. 1. Model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able 3. Modification model fit index
Path Estimates S.E p SMC AVE Construct reliability 
Career 
satisfaction

→ CS21 1.000 0.491 0.785 0.916
→ CS19 1.138 0.100 *** 0.642
→ CS18 1.157 0.102 *** 0.648

Employability → EA12 1.523 0.165 *** 0.509 0.832 0.934
→ EA6 1.664 0.173 *** 0.720
→ EA1 1.000 0.393

Job 
satisfaction

→ JS24 1.000 0.853 0.704 0.876
→ JS22 0.882 0.060 *** 0.591
→ JS19 0.792 0.052 *** 0.616

Model fit χ2 GFI AGFI NFI IFI CFI TLI RMR RMSEA
0.002 0.963 0.930 0.956 0.977 0.977 0.965 0.044 0.06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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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신뢰도(CR)는 각각 0.916, 0.934, 0.876으로 모두 기준치 0.7 이상을 넘어 높은 신뢰성이 확인되
었다. 집중타당도는 각 잠재요인에 대한 측정변수의 관계성을 의미한다. 요인 1의 AVE는 0.785, 요인2는 
0.832, 요인3은 0.704로 기준치 0.5 이상으로 내적일관성이 확인되었다.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세 요
인의 AVE값과 각 요인간 상관제곱값을 비교하였다. 이때 AVE값＞상관제곱값이면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본
다. 각 요인 간 상관계수 제곱값이 AVE값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Table 3>.

세 잠재요인의 상관분석 결과 모두 유의한 상호관계가 있었다(p<0.001)<Table 4>.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Characteristics CS EA JS
F1 Career satisfaction 1
F2 Employability 0.515*** 1
F3 Job satisfaction 0.437*** 0.286*** 1
***p<0.001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4. 구조방정식 모형 평가
도구의 예측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근속의사를 종속변수로 하여 주관적 경력성공 제안모델을 평가하였

다<Table 5, Fig. 2>. 검정 결과는 χ2=111.516으로 p<0.001수준에서 유의하였고, CMIN/DF=1.890, GFI=0.943, 
AGFI=0.912, NFI=0.930, IFI=0.966, CFI=0.965, TLI=0.954, RMR=0.058, RMSEA=0.056이었다. 모형의 적
합도는 모든 결괏값을 함께 비교했을 때 기준치에 근접하였으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평가결과, 주관적 경력성공 하위요인 중 경력만족(p<0.001)과 직무만족(p<0.05)이 근속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Table 5. Structural equation model
Path Estimates S.E C.R p
Career satisfaction → Intention to stay 0.261 0.110 2.369 0.018
Employability → Intention to stay 0.070 0.120 0.581 0.561
Job satisfaction → Intention to stay 0.375 0.064 5.895 <0.001
Model fit χ2 GFI AGFI NFI IFI CFI TLI RMR RMSEA

<0.001 0.943 0.912 0.930 0.966 0.965 0.954 0.058 0.056

Fig. 2.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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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주관적 경력성공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여 치과위생사용 단축형 주관적 

경력성공 도구(DH-SCS; Dental Hygienist Subjective Career Success)를 평가하여 개발하는 것이다. 타당
도는 크게 전문가 내용타당도(CVI), 구성타당도(탐색적·확인적), 예측타당도를 통해 도구를 검증하였고, 마
지막으로 최종 신뢰도 분석으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여 측정도구를 완성하였다.

먼저 경력성공 관련 선행문헌들을 고찰하여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직무만족’을 구성요인으로 정하였
으며, 잠정 문항은 기존 도구들을 취합하여 총 63문항으로 정하였다. 2차례의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정과 내
용분석을 통하여 1차에서 21문항, 2차에서 7문항이 추가로 삭제되어 총 35문항(경력만족 9문항, 고용가능
성 6문항, 직무만족 20문항)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50명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 후 문항 분
석과 반복적인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통해 23문항이 제외되어 총 12문항(경력만족 4문항, 고용가
능성 4문항, 직무만족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직무만족은 예비문항 20문항에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치위
생학과 교수 1인에게 추가적인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였다.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임상경력 3년차 이상 치과위생사 32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총 284명의 
자료를 적용하였다. 반복적인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과 모형의 적합도 및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 검증
을 통해 추가로 3문항이 삭제되어 최종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경력만족, 직무만족, 
고용가능성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추출되었고, 각각 3문항씩 각 측정변수를 동일한 개념으로 측정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Table 2>.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델을 평가하였는데, 각 측정변수가 잠재요인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을 확인하였고(p<0.001), 모형의 적합도가 기준치에 근접하여 측정모형이 적합하다
고 판단하였다. 또한 구성개념 신뢰도와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모두 적절성이 확인되었다<Fig. 1, Table 
3>. 세 잠재요인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직무만족이 상
호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p<0.001)<Table 4>. 따라서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 검증을 통해 본 도
구가 타당한 도구임을 입증해준다. 또한 처음 구성했던 문항 수에서 문항을 많이 제거하였음에도 0.841이라
는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였으므로 신뢰도 또한 확보되었다. 기존 경력성공 도구는 다양한 변수들을 합쳐서 
사용하다보니 문항수가 많고, 같은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연구자들마다 수정·보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
항들을 취합하여 선정하여 처음 구성했던 문항에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문항이 많았다. 이에 불가피하게 
다수 문항을 삭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제 1요인은 경력만족으로 현재 또는 과거에 설정했던 경력에 대한 목표달성면에서 만족하는지에 관한 내
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제 2요인은 고용가능성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신의 기술과 능력면에서 고용기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제 3요인은 직무만족으로 치과위생사로서 직무와 직업에 만족하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주관적 경력성공은 본인만이 경험하는 주관적 심리차원으로 각자의 인식과 가치관이 다양하
고 복잡하므로 경력에 대한 개인의 만족과 성취의 감정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이로 인해 치과위
생사 개개인의 속마음과 감정들이 내재하는 의미와 실제 현실에서 개인과 조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도구의 예측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근속의사를 종속변수로 하여 제안모델을 평가하였다<Table 5, Fig. 
2>. 모형의 적합도는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는 χ2을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구조방
정식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 경력성공 하위요인 중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은 근속의사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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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경력성공의 3가지 하위요인인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직무만족에서 고용가능성이 근속의사에 유
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고용가능성과 근속의사가 유의한 상관관계는 있으나, 고용가능성이 근속의사
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타직종에서 많이 사용되는 3가지 하위요인을 구성하여 치과위
생사를 대상으로 적용해보았지만, 치과위생사 직업 특성상 인력수급 부족 문제와 잦은 이직 등으로 채용이 
쉽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가능성이 근속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력성공 관련 국내·
외 저널 30편을 리뷰한 연구에서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을 구성요소로 적용하였다[27]. 
Boudreau 등[28]과 신과 정[27]은 고용가능성이 고용주의 판단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주관적 경력성공보다
는 객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고용가능성의 의미는 자신의 역량에 따른 고용보
장과 고용기회에 대한 본인이 느끼는 체감이기 때문에 주관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가능성을 포함하
는 연구가 뒤늦게 증가한 것은 불안전한 고용환경 때문인데[29], 치과위생사는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이
다. 이에 고용가능성이 주관적 경력성공의 구성요소로서 적절성 여부 논란에 대해서는 직종별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하위요인 구성에 있어서 치과위생사 직종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또한 보건의료분야에서 경력 관련 연구 수가 미흡하고 치과위생사 대상으로 한 경력성공 관련 선행연구가 없
다 보니 비교분석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기존의 도구들은 하위요인 개념이 통일되지 않고, 단순히 수정·보완하거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
석 정도만 하였지만, 본 연구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좀 더 확
실히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존 도구와 다른 점은 주관적 경력성공 하위요인 중 직무만족에서 많이 사용
되는 Mobley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Mobley의 도구 외에도 직무만족 도구가 다양하게 사용
되어 혼잡하였다. 또한 경력만족과 고용가능성은 치과위생사 대상 도구가 없는데 직무만족은 치과위생사용
으로 개발된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인용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경력성공 도구의 하위요인을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직무만족으로 정하여 기존도구
들을 취합하여 총 63문항을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 평가를 통하여 신뢰할만
한 타당한 도구로 입증되었고, 최종 9문항의 단축형 도구를 개발하였다.

추후 보건의료분야에서 주관적 경력성공을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객관적 경력성공과 주관적 경력
성공 연구가 함께 고려되어 경력성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연구를 기대해볼 수 있고,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순수개인심리에 대한 연구들을 기대해 본다. 나아가 치과위생사 대상 주관적 경력성공 도구로 
치과위생사의 장기근속과 인력수급 문제 등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용 단축형 주관적 경력성공 측정도구(DH-SCS; Dental Hygienist Subjective Career 

Success)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임상경력 3년차 이상의 치과위생사 320명을 대상으로 타당성과 신뢰도를 평
가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284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과위생사용 단축형 주관적 경력성공 측정도구(DH-SCS)는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를 평가하여 세 하
위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직무만족이 각각 3문항씩 최종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치과위생사용 단축형 주관적 경력성공 측정도구(DH-SCS)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을 검증한 결과,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직무만족이 각각 0.756, 0.731, 0.743이며, 전체 0.841로 높은 내적일관성을 나타냈다. 
상관분석 결과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직무만족이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p<0.001).



180 ̇  J Korean Soc Dent Hyg 2021;21(2):171-82 박수옥 · 조영식 / 치과위생사용 단축형 주관적 경력성공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 181

https://doi.org/10.13065/jksdh.20210017 https://doi.org/10.13065/jksdh.20210017

3. 구조방정식 모형 평가 결과, 모형적합도가 기준치에 적합하였으며, 주관적 경력성공 하위요인 중 경력
만족과 직무만족이 근속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0.05).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치과위생사용 단축형 주관적 경력성공 측정도구(DH-SCS)는 타당성와 신뢰
도가 입증되었다. 본 도구는 임상 치과위생사가 개인의 역량에 따른 경력을 관리하고 치과위생사의 주관적 
경력성공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임상 분야 치과위생사들의 경력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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