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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기초능력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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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치과 생사의 문직업성에 향을 미치는 직업기 능력요소를 추출하고자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
까지 학병원, 치과병(의)원, 보건(지)소에 각각 근무하는 치과 생사 230명  207명을 상으로 시행하 다. 일반  사항

에 따른 직업기 능력  문직업성은 one-way ANOVA  t-test를 이용하여 p<0.05 수 에서 유의성을 검증하 으며, 치과
생사 문직업성에 향을 미치는 기 직업능력 구성요소는 단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화 회귀계수(β)로 나타
냈다. 연구 결과 자기개발능력, 조직이해능력과 수리능력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 자기개발능력은 토의법,
조직이해능력은 티칭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을 진행하고, 인턴쉽과 장실습을 보다 체계 이고 계획 으로 운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신입생을 상으로 치과 생사의 문직업성에 향을 미치는 직업기 능력 요소를 분명히 주지시키고, 장기
인 안목으로 학생 개인과 학과, 학차원의 노력과 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nstituents of vocational competency affecting the 
professionalism of dental hygienist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30 dental hygienists who worked in university 
hospitals, dental hospitals, dental clinics and public dental clinics. A survey was conducted from December, 2013, 
to February, 2014. To assess their vocational competency and professionalism by general characteristics, one-way 
ANOVA and t-test were utilized, and the level of significance was set at p<0.05. To determine what elements of 
vocational competency affected their professionalis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made, and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to represent the influence of the elements. As a result, it's found that the 
professionalism of the dental hygienists were under the influence of their self-development skills,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and mathematical ability. To foster self-development skills, discussion method should be utilized, and
team teaching should be used to improve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Besides, internship and on-the-job training 
should be managed in a more systematic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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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Hall[1]이 정의한 문직업성(Professionalism)은 하
나의 직업이 사회성원들로부터 문직으로 인정받도록 

만드는 특수한 직업 속성으로, 문직업의 태도 인 면, 

구조 인 면, 조직 인 면  태도  측면을 의미한다.
이는 문직(profession) 속성을 총 하는 의미로 자

신의 학업  업무에 있어 문가 조직  동료들의 의

견을 주요한 단 기 으로 삼는 문조직 거성, 
에 한 서비스 신념, 자기규제에 한 믿음, 자기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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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업  소명의식, 조직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자신
이 결정하는 자율성 등 5개 역으로 문직업성 척도
(professionalism scale)화 되었다. 문직업인을 양성하

는 교육훈련  그 유효성은 교육 참여자의 문직업성 

뿐 아니라,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나 직무만족 
 조직 몰입도에 향을 미치며, 학의 문교육과 실
무유용성이 높은 교육, 재교육 내지 보수교육, 기 장의 

문성, 직무의 만족도 자율성  보상체계에 정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 
때문에 미래 치과 생사의 자세와 의식을 고취하고, 

직업에 한 신념과 정  태도를 확립하는데 일차 으

로 책임을 다해야하는 치과 생사 양성 교육기 에서는 

이에 한 이해가 강조되어야한다[3]. 학문의 연구와 
수를 목 으로 하는 교육기 에서 문성에 한 장시간

에 걸친 이해의 필요성에 한 제기이다. 
더불어 최근에는 평생에 걸쳐 변화하는 환경에 

하게 처할 수 있는 직업기 능력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산업의 팽창과 복잡한 직무구조 
속에 속한 기술의 진보, 창의 리 체제 등의 향으로 
부분 직업이 더욱 폭넓고 심오한 기술을 요구하며, 특
정 문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갖추기를 원하게 

되는 이유 때문이다[4].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직업기 능

력은 조직차원에서는 경제력에 제고에 필수 이며, 개인 
차원에서는 고용가능성을 높이는데 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5]. 따라서 학은 종 과 같이 특정 공분

야 심의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졸업생들이 

지식 기술의 변화  고용시장의 변화에 극 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6]. 
즉, 모든 직업활동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든 일반
으로 갖추어야 할 공통 인 능력의 습득이 교육훈련의 

핵심이슈가 되고 있다[7]는 것이다. 
직업기 능력은 우리나라에서는 직업 역과 련되

는 반면, 외국에서는 직업생활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삶
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생애능력으로까지 범 하게 

의미[8,9]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업기 능력을 구성하는 

역과 하 요소는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정 등[10]은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
기 리  개발능력, 자원 활용 능력, 인 계능력, 정
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총 9개를 설정하 다. 
이 등 [11]은 의사소통능력, 인 계능력, 문제해결능
력, 정보능력, 수리능력, 자기 리능력, 자원 활용 능력, 

타문화이해능력, 기술능력에 외국어능력 총 10개로 분
류 후 의사소통능력, 인 계능력, 문제해결능력으로 
추출하 고, 나 등[12]은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
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 리능력, 인 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의 10개 
역으로 설정하 다. 
이러한 요소로 구성된 직업기 능력은 오늘날 인 자

본의 핵심 요소로서 직업교육  평생학습을 구성하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13]. 학을 비롯한 학교 차원

에서 직업기 능력 증진을 해서 그 선행요인으로 해당 

학교 학생들이 취업한 직무 장의 산업체 인사들이 졸업

생들의 직업기 능력 정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한 진단평가가 요구된다.
특히나 문직업성이 실습과 수련기 을 통하여 기술

을 습득함으로써 문직의 능숙성이 형성된다는 과정을 

이해할 때 이에 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내 기반이 되

는 직업기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요하다

고 사료된다.
그러나 재까지 치과 생사들의 직업기 능력 요구

에 한 조사한 실증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뿐

더러 문직업성을 결정하는 직업기 능력에 한 연구

는 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교육이라는 것은 단기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닌 거시  안목과 장기  응이 필요하

다고 볼 때, 구체 으로 어떤 내용의 능력요소를 어떤 방

식으로 가르쳐야 한 것인가에 한 합의 과 산업계 요

구에 부응해 나가려 하는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지며[14], 이에 본 연구는 치과 생사의 문직

업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직업기 능력 요소를 확인하는 

기  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2. 연구대상

2.1 연구대상

구 역시 소재 학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의)원 
 보건소에 재직 인 치과 생사 230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조사기간은 2013년 12월에서 2014년 2월까
지 직  방문  우편을 이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조사

하 으며, 불성실한 응답과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 23부
를 제외한 20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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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측정도구

치과 생사의 문직업성 요인에 한 연구도구는 

Hall[1]의 문직 특성도구 PI(Professional Inventory)를 
본 연구의 목 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여 구성하
다. 문조직 거성 6문항, 공공 사심 5문항, 자기통제
에 한 믿음 3문항, 소명의식 5문항, 자율성 5문항 등 
5개 역 총 26문항으로 수는 likert 5  척도로 측정

된 수가 높을수록 문직업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는 0.875로 나타났다. 
기 직업능력에 한 연구도구는 나 등[14]의 연구에

서 분류한 항목을 수정᠊보완하여 구성하 다. 의사소통
능력 5문항, 문제해결능력 2문항, 정보능력 2문항, 조직
이해능력 4문항, 수리능력 4문항, 자기개발능력 3문항, 
인 계능력 5문항, 기술능력 3문항, 직업윤리 2문항 
등 9개 역이며, 수는 likert 5  척도로 측정된 수

가 높을수록 기 직업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0.816으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첫째, 조사 상자의 인구 사

회학  배경은 집단별로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를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냈다. 둘째, 조사도구
의 신뢰도 분석을 해 Cronbach's α계수로 나타냈다. 
셋째, 기 직업능력  문직업성의 평균과 표 편차를 

구했다. 넷째, 일반  사항에 한 기 직업능력  문

직업성은 one-way ANOVA, t-test를 이용하여 p<0.05 
수 에서 유의성을 검증하 으며, ANOVA 시행 후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 다. 다섯째, 치과 생사의 

문직업성 요소와 기 직업능력 구성요소와의 계  

치과 생사 문직업성에 향을 미치는 기 직업능력 

구성요소는 단계  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 분포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lassification N % 

Age
 20-29 143 (69.1)
 30-39 44 (21.2)
 40≤ 20 ( 9.7)
Education Level
 College Graduated 178 (86.0)
 Graduation 16 ( 7.7)
 Masters degree or higher 13 ( 6.3)
Marital Status
 Single 146 (70.5)
 Married 61 (29.5)
Business
 Comprehensive university hospital 19 ( 9.2)
 Dental Hospital 54 (26.1)
 Dental Clinic 123 (59.4)
 Public Health 11 ( 5.3)
Working Experience
 < 1y 37 (17.9)
 1 ≤ 5y 76 (36.7)
 5 ≤10y 55 (26.6)
 10≤ 39 (18.8)
Monthly income
 <150 Ten thousand won 56 (27.1)
 150≤200 Ten thousand won 89 (43.0)
 200≤250 Ten thousand won 38 (18.4)
 250≤300 Ten thousand won 9 ( 4.3)
 300≤ 15 ( 7.2)

3.2 연구대상자의 기초직업능력에 관한 인식 

기 직업능력에 한 인식은 체 3.39로, 인 계

능력(3.8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후 기술능력(3.61), 
직업윤리(3.57), 문제해결능력(3.56), 의사소통능력(3.54), 
자기개발능력(3.40), 조직이해능력(3.32), 정보능력(2.94), 
수리능력(2.72)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Recognition on the basis of vocational subjects

 Based Vocational M ± SD Total

Communication skills 3.54 ± 0.86

3.39 ± 0.57

Problem-solving skills 3.56 ± 0.92

Information skills 2.94 ± 0.77

Understanding organizational 
capabilities 3.32 ± 0.84

Numeracy 2.72 ± 0.75

Self-development capacity 3.40 ± 0.81

Interpersonal skills 3.87 ± 1.06

Technical ability 3.61 ± 0.91

Professional Ethics 3.57 ±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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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skill

Problem-solving 
skill

Information 
skill

Understanding 
organizational 

capabilities
Numeracy

Self
-development 

capacity

Interpersonal 
skill

Technical 
ability

Professional 
Ethics

N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a)

20-29 143 3.59 0.82 3.60 0.86 2.85 0.71 3.27 0.82 2.56b 0.70 3.33 0.77 3.90ab  1.03 3.64 0.92 3.48 0.97
30-39 44 3.57 0.85 3.57 0.95 3.14 0.85 3.55 0.82 3.02a 0.66 3.66 0.83 4.07a  1.00 3.66 0.91 3.89 0.81
40≤ 20 3.15 1.09 3.20 1.24 3.15 0.93 3.15 0.99 3.20a 0.89 3.30 0.98 3.30b  1.30 3.35 0.88 3.50 1.15

F(p) 207 2.234 0.099 1.679 0.189 3.117 0.046* 2.223 0.111 12.157 0.000† 3.005 0.052 3.778 0.024* 0.936 0.394 3.148 0.045*

(b)

College
Graduated 178 3.48 0.83 3.52 0.91 2.86b 0.73 3.26b  0.86 2.64b  0.71 3.37 0.80 3.84 1.05 3.62 0.92 3.51 0.96

Graduation 16 4.13 0.72 3.88 0.72 3.38ab 0.81 3.94a  0.44 3.06ab  0.85 3.63 0.81 4.06 1.18 3.56 0.89 3.69 1.08
Masters degree 
or higher 13 3.62 1.12 3.62 1.26 3.54a 0.88 3.38ab  0.77 3.38a  0.77 3.54 0.97 4.08 1.19 3.62 0.87 4.23 0.73

F(p) 207 4.300 0.015* 1.103 0.534 7.872 0.001† 4.971  0.008** 8.337 0.000† 0.967 0.382 0.563 0.570 0.027 0.973 3.631 0.028*

⒞

 Single 146 3.53 0.80 3.55 0.85 2.86 0.72 3.27 .82 2.59 0.68 3.34 0.79 3.85 1.05 3.60 0.93 3.43 0.95
 married 61 3.57 0.99 3.57 1.09 3.15 0.85 3.44 .89 3.03 0.82 3.52 0.85 3.93 1.11 3.64 0.88 3.89 0.93

t(p) 207 -0.354 0.724 -0.183 0.855 -2.502 0.013* -1.366 0.174 -4.024 0.000† 1.477 0.141 -0.524 0.601 -0.263 0.793 -3.141  0.002**

(d)

Comprehensive 
university hospital 19 4.11a 0.99 4.00 0.75 3.68a 0.89 3.63 0.68 3.11 0.99 3.89 0.57 4.21 0.79 3.84 0.69 4.16a  0.69

Dental Hospital 54 3.37b 0.85 3.26 0.97 2.91b 0.73 3.31 0.89 2.70 0.77 3.24 0.80 3.50 1.11 3.30 0.94 3.19b  0.99
Dental Clinic 123 3.53ab 0.80 3.61 0.88 2.82b 0.72 3.27 0.83 2.63 0.68 3.37 0.80 3.98 1.03 3.72 0.87 3.63ab  0.93
Public Health 11 3.55ab 0.93 3.64 1.03 3.18ab 0.60 3.36 1.03 3.09 0.70 3.55 1.04 4.00 1.26 3.55 1.21 3.64ab  1.12

F(p) 207 3.597 0.015* 3.635 0.014* 7.948 0.000† 1.026 0.382 3.218 0.024* 3.317 0.021* 3.405 0.019* 3.305 0.021* 3.305 0.001†

(e)

 < 1y 37 3.59 0.72 3.70 0.88 2.89 0.66 3.35 0.72 2.65 0.68 3.38 0.79 3.95 0.91 3.81 0.94 3.43 0.69
 1 ≤ 5y 76 3.55 0.79 3.55 0.77 2.80 0.78 3.26 0.87 2.45 0.68 3.32 0.72 3.88 0.98 3.62 0.89 3.53 1.01
 5 ≤10y 55 3.62 0.89 3.64 0.91 3.02 0.73 3.35 0.89 2.87 0.72 3.51 0.90 3.93 1.14 3.58 0.88 3.55 1.05
 10≤ 39 3.36 1.04 3.31 1.20 3.15 0.87 3.36 0.87 3.10 0.79 3.41 0.88 3.72 1.26 3.46 0.97 3.79 0.98

F(p) 207 0.785 0.504 1.403 0.243 2.057 0.107 0.174 0.914 8.434 0.000† 0.611 0.609 0.381 0.767 0.962 0.412 1.013 0.388

(f)

 <150 56 3.55 0.76 3.59 0.83 2.82 0.66 3.29 0.80 2.61 0.65 3.34 0.79 3.82 1.03 3.77 0.93 3.52 0.85
150≤200 89 3.46 0.83 3.47 0.87 2.81 0.77 3.17 0.86 2.55 0.71 3.27 0.77 3.79 1.05 3.43 0.96 3.34 1.01
200≤250 38 3.71 0.84 3.74 1.01 3.18 .77 3.61 0.86 2.97 0.79 3.68 0.87 4.16 1.08 3.95 0.73 3.95 0.93
250≤300 9 3.89 0.78 4.11 0.78 3.44 0.73 3.67 0.50 3.22 0.67 3.89 0.78 4.44 0.73 3.56 0.88 4.11 0.60
300≤ 15 3.33 1.35 3.13 1.25 3.27 0.96 3.40 0.91 3.20 0.86 3.33 0.82 3.53 1.25 3.33 0.62 3.80 1.01

F(p) 207 1.164 0.328 2.224 0.068 3.275 0.006** 2.291 0.061 5.539 0.000† 2.752  0.029* 1.930 0.107 3.093 0.017* 3.897  0.005**

(a)Age, (b)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d)Business, (e)Working Experience, (f)Working Experience, (g)Monthly income(Ten thousand won)
a,b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 p< 0.05, ** p< 0.01, † p < 0.001 

Table 4. Recognition on the basis of professional competence elements in accordance with person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3.3 연구대상자의 전문직업성

문직업성은 체 평균 3.45로 공공 사심(3.7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성(3.53), 자기규제(3.45), 
문조직 거성(3.39), 소명의식(3.16)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Professionalism of study subjects
 Professionalism M ± SD Total

Compliant professional organization 3.39 ± 0.71

3.45 ± 0.55
Core public service 3.70 ± 0.66
Self-regulation 3.45 ± 0.69
Vocation awareness 3.16 ± 0.75
Autonomy 3.53 ± 0.64

3.4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기초직

업능력 요소에 관한 인식

상자의 특성에 다른 기 직업능력 요소에 한 인

식은 Table 4와 같다.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검증한 결
과 교육수 , 근무처는 학병원과 치과병원이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 문제해결능력은 근무
처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 다(p<0.05). 정보능력은 
연령, 결혼(p<0.05), 월평균소득(p<0.01), 교육수 은 석

사과정이상의 집단이 문  졸업자 집단과 차이를 보

으며, 근무처에 따라서는 학병원과 치과병원  치과
의원(p<0.001)이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조직이해능력에 
해서는 교육수 에 따라 4년제 졸업자와 문  졸업

자에서 차이를 보 다(p<0.01). 수리능력은 연령에 따라 
30-39세가 20-29세와 차이를 보 으며(p<0.01), 교육수
은 석사이상과 문 졸업자에서, 결혼(p<0.01), 근무
처(p<0.05), 근무경력, 월평균소득(p<0.001)이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자기개발능력은 근무처
(p<0.05), 인 계능력은 연령과 근무처에서 유의한 통

계  차이를 보 는데(p<0.05) 30-39와 40이상의 집단
에서 차이를 보 다. 기술능력은 근무처와 월평균소득
(p<0.05), 직업윤리는 연령과 교육수 (p<0.05), 결혼과 
월평균 소득(p<0.01), 근무처는 학병원과 치과병원

(p<0.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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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t professional 
organization Core public service Self-regulation Vocation awareness Autonomy

N M SD M SD M SD M SD M SD

(a)

20-29 143 3.27b 0.62 3.63 0.68 3.42 0.69 3.05 0.76 3.46 0.64
30-39 44 3.74a 0.67 3.89 0.54 3.61 0.56 3.39 0.64 3.73 0.59
40≤ 20 3.53ab 1.06 3.81 0.71 3.27 0.90 3.38 0.75 3.63 0.66

F(p) 207 8.495 0.000† 2.800 0.063 2.703 0.128 4.628 0.011* 3.461 0.033*

(b)

College
Graduated 178 3.29b 0.67 3.66 0.67 3.41 0.70 3.09 0.74 3.48 0.62

Graduation 16 3.71b 0.64 3.83 0.54 3.71 0.64 3.50 0.64 3.81 0.64
Masters degree 
or higher 13 4.33a 0.40 4.14 0.52 3.59 0.64 3.57 0.70 3.91 0.72

F(p) 207 17.214 0.000† 3.512 0.032* 1.634 0.198 4.437 0.013* 4.534 0.012*

⒞

 Single 146 3.26 0.63 3.66 0.65 3.44 0.69 3.07 0.75 3.49 0.64
 married 61 3.70 0.79 3.81 0.68 3.46 0.71 3.35 0.70 3.64 0.65

t(p) 207 -4.173 0.000† -1.496 0.136 -0.226 0.822 -2.461 0.015* -1.572 0.117

(d)

Comprehensive university 
hospital 19 4.22a 0.58 4.06ab 0.49 3.72 0.64 3.39 0.62 3.88 0.62

Dental Hospital 54 3.07b 0.67 3.57b 0.68 3.35 0.79 3.14 0.81 3.44 0.66
Dental Clinic 123 3.35b 0.62 3.67ab 0.66 3.45 0.66 3.09 0.75 3.49 0.62
Public Health 11 4.02a 0.57 4.15a 0.58 3.42 0.54 3.56 0.43 3.80 0.54

F(p) 207 19.572 0.000† 4.559 0.004** 1.383 0.249 2.065 0.249 3.171 0.106

(e)

 < 1y 37 3.41ab 0.57 3.75 0.59 3.51 0.63 3.17ab 0.73 3.50 0.68
 1 ≤ 5y 76 3.27b 0.57 3.54 0.69 3.37 0.58 2.98b 0.67 3.42 0.59
 5 ≤10y 55 3.31b 0.86 3.79 0.66 3.44 0.86 3.20ab 0.87 3.55 0.67
 10≤ 39 3.72a 0.75 3.86 0.64 3.55 0.69 3.42a 0.63 3.76 0.63

F(p) 207 3.884 0.010** 2.601 0.053 0.711 0.547 3.122 0.027* 2.487 0.062

(f)

 <150 56 3.38ab 0.60 3.71 0.63 3.45 0.71 3.15 0.72 3.42 0.61
150≤200 89 3.18b 0.60 3.53 0.65 3.35 0.65 3.02 0.73 3.48 0.62
200≤250 38 3.64ab 0.77 4.07 0.56 3.75 0.69 3.31 0.80 3.67 0.68
250≤300 9 3.93a 0.43 3.82 0.52 3.44 0.47 3.49 0.60 3.87 0.57
300≤ 15 3.73ab 1.12 3.72 0.87 3.29 0.84 3.40 0.77 3.68 0.72

F(p) 207 5.922 0.000† 4.832 0.001† 2.491 0.044* 2.027 0.092 1.819 0.127
(a)Age, (b)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d)Business, (e)Working Experience, (f)Working Experience, (g)Monthly income(Ten thousand won)
a,b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 p< 0.05, ** p< 0.01, † p < 0.001

Table 5. Professionalism in accordance with person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3.5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업성

상자의 특성에 다른 문직업성은 Table 5와 같다. 
문조직 거성은 연령에서 30-39세와 20-29세, 교육수
은 석사이상과 문 학  학사, 결혼, 근무처는 보건
소, 학병원과 치과병원, 치과의원, 월평균소득은 250
이상 300미만과 150이상 200미만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 으며(p<0.001), 근무경력은 10년 이상과 
5년 이상 10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의 집단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1). 공공 사심

은 교육수 (p<0.05), 근무처(p<0.01), 월평균소득
(p<0.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자기
규제는 월평균소득(p<0.05), 소명의식은 연령, 교육수 , 
결혼, 근무경력은 10년 이상과 1년 이상 5년 미만의 집
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 자율성은 연령과 
교육수 에서 유의한 통계  차이를 보 다(p<0.05).

3.6 치과위생사 전문직업성 요소에 영향을 미

치는 기초직업능력 요소

치과 생사 문직업성  문조직 거성은 수리능

력  직업윤리(p<0.001), 조직이해능력(p<0.05)에서 
련성을 나타냈으며 혹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공
공 사심에는 조직이해능력, 자기개발능력, 수리능력에
서 련성을 나타냈으며 혹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5). 자기통제에 한 믿음과 소명의식에는 자기개
발능력에서 련성을 나타냈으며 혹은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p<0.001). 자율성에는 직업윤리에서 련성을 
나타냈으며 혹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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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gression of professional components and 
basic vocational skill component (N=value of β)

 Professionalism

Based Vocational
(a) (b) ⒞ (d) (e)

Communication skill
Problem-solving skill
Information skill
Understanding 
organizational 
capabilities

0.163* 0.166*

Numeracy 0.250† 0.135*

Self-development 
capacity 0.162* 0.251† 0.222†

Interpersonal skill
Technical ability
Professional Ethics 0.214† 0.201**

R2 0.177 0.103 0.063 0.049 0.040
Adjusted R2 0.165 0.090 0.058 0.044 0.036

* p< 0.05, ** p< 0.01, † p < 0.001
(a)Compliant professional organization 
(b)Core public service
⒞Self-regulation
(d)Vocation awareness
(e)Autonomy

3.7 치과위생사 전문직업성 영향을 미치는 기

초직업능력 요소

치과 생사의 문직업성에 향을 미치는 기 직업

능력요소의 회귀식은 2.2327+0.147*자기개발능력
+0.101*조직이해능력+0.105*수리능력으로 11.3%의 설
명력을 갖는다 [Table 7].

Table 7. Regression analysis of professional and 
vocational skill base element (N=value of β)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value
B SE β

Communication skill
Problem-solving skill
Information skill
Understanding 
organizational 
capabilities

0.101 0.046 0.154 2.207 0.028*

Numeracy 0.105 0.050 0.142 2.116 0.036*

Self-development 
capacity 0.147 0.047 0.214 3.095 0.002**

Interpersonal skill
Technical ability
Professional Ethics

R2 0.126
Adjusted R2 0.113

* p< 0.05, ** p< 0.01, † p < 0.001

4.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속한 산업화의 변화와 경

제화의 진 에 따라 직업기 능력이 조직 차원에서는 경

쟁력 제고에 필수 이며, 개인 차원에서는 고용가능성을 
높이는데 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학교 장은 

직업기 능력의 향상을 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즉 교과와 교수-학습 방법에 한 측면의 과제에 직면하
게 되었고, 특히나 각각의 직업이 갖는 문  성향이 학

교교육에 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 과제를 과 할 수 

없게 한다. 이는 산업체의 수요와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
어 직업교육의 본질에 한 숙고와 그에 따른 목표를 검

토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 

보아진다.
결국 학을 비롯하여 학교차원에서는 직업기 능력 

증진을 해 해당 학교 학생들이 취업한 직무 장의 산

업체 인사들이 졸업생들의 직업기 능력 정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한 진단 평가를 통해 시작될 수 있

으며, 학습자인 학생들의 높이에 맞게 학교 장에 

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직업기 능력이 부분의 직종에서 기본 으

로 필요한 역량이기는 하나 직종에 따라 좀 더 강조되는 

직업기 능력의 하 역은 상이할 수 있고[15], 이를 
한 연구는 직종 별로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직업기 능력에 한 연구는 주로 실업계 고

등학생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16, 17], 련요인 

탐색과 로그램 개발 용에 한 연구[18-20]로 한정
되어 있다[15]. 
이에 본 연구자는 치과 생사들이 사회구성원들로부

터 문직업인으로 인정을 받는 특수한 직업속성인 문

직업성을 결정하는 직업기 능력요소가 무엇인지를 연

구 한 결과 자기개발능력, 조직이해능력, 수리능력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요소를 강화하기 한 교수-학습
방법과 교과과정을 심으로 각 요소에 보다 효율 일 

방법들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  교과와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강 

등[21]의 문 학의 교양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결과에 

간호보건계열에서 요구되는 련기 직업능력을 의사소

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인 계능력, 자원 활용능력으
로 제시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연구 상자의 기 직업

능력에 한 요도 인식을 조사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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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교양 교과목 설계 방안 
마련을 한 주[22]의 연구에서는 간호과의 경우 문제해
결능력, 기술능력, 의사소통능력, 인 계능력, 직업윤
리, 자기개발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수리능력, 자
원 리능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치 생과의 경우 직

업윤리가 가장 높은 것을 시작으로 문제해결능력, 기술
능력, 의사소통능력, 자원 리능력, 조직이해능력, 인

계능력, 자기개발능력, 수리능력, 정보능력 순으로 나
타나 반 으로 공통 으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
력, 인 계능력, 자원활용능력의 동소이한 요성을 
갖으나 두드러진 차이라면 기술능력에 한 차이가 있다

는 것과 수리능력에 한 인식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그 
 수리능력은 정 등[14], 강 등[21], 주[22], 양 등

[23,24]의 연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문
학에서 련 교양교과를 통해 수리능력을 효과 으로 개

발하지 못하 거나, 여 히 많은 학생들이 이와 련된 

교양교과를 이수하지 않았다는 것에 그 원인을 두고 있

다[14]. 본 연구에서는 치과 생사의 문직업성을 결정

하는 한 요소로 나타났으며, 이 요소를 개발하기 해서
는 수리 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공교과를 극 으

로 활용하고, 장실습이나 인턴쉽 등에서 병행함으로써 
공교과를 통하여 학습한 수리능력을 실제 용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겠다. 한 강의법을 심으

로 문제해결법, 실험실습법 등을 활용하여, 직업생활에
서 하는 상황을 심으로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직업

인 상황에 용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선정·조직해야 
할 것이다.
자기개발능력에 해 정 등[15]은 자신의 특성에 

한 객 인 이해와 직업윤리의식을 함양하여 자신에게 

합한 진로를 탐색, 비, 선택함은 물론 선택한 진로에
서 계속 인 발 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

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기개발능력 요소  자부심, 성
취동기, 장인정신 등은 해당 학과의 공교과와 련 된 
교수나 졸업생의 극 인 참여를 통해 더욱 강화하고 

고취시킬 수 있다고 하 다. 한 기존의 교양교과를 통
해 건강 리능력과 직업윤리를 통해 책임감, 법성, 
사정신, 소명의식을 고취할 수 있으며, 명사 청 강연이

나 졸업생과의 만남, 산업체 견학, 체육 회, 학술제와 
같은 다양한 학교행사나 학생 자원 사 활동, 장경험 

학습 등을 통해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제언하 다. 이를 
한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토의법을 심으로 문제해결

법, 티칭, 로젝트법 등을 다양하고 다각 으로 용

하여 자기 리  개발능력에 한 기본 인 사항과 함

께 개개의 하 요소를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수 있다고 하 다.
조직이해능력은 조직구성원으로서 조직의 생산성 향

상에 기여하도록 조직의 문화  풍토의 총체 인 이해 

도모를 목표로 한다. 교수-학습법으로는 이론 인 방법

과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경험을 가질 수 있는 장실습

이나 견학, 인턴쉽 등의 병행을 통해 활성화 할 수 있다. 
한 티칭을 심으로 토의법, 로젝트법 등을 용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조직을 직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 심의 교육을 개하는 것이 효율 일 수 있다[15]. 
부분의 직업기 능력의 하 역은 비교  장기간

의 교육기간이나 지속 인 일상경험을 통하여 서서히 개

발되는 경우가 부분이므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부
터 학교생활 동안 직업기 능력의 개념과 요성을 명확

히 주지시키고, 교수자 한 각 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인지해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다양한 교

수-학습 방법을 용할 수 있도록 지속 인 연수와 교수

학습 로그램의 개발을 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겠

다. 한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학생 개인, 학
과, 학 차원에서의 노력이나 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 차원에서 신입생의 직업기 능력 수 을 

역별로 등 화하고, 각 수 에 맞게 직업기 능력의 하

역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속 인 피드백을 제공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번째로 교육 반의 교육과정 운 측면에서 하나는 

일반 으로 교과를 통해 진행될 경우에 기존 교양교과와 

공교과를 개편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장실습, 
인턴쉽과 같은 직업체험활동, 공동아리 활동 등을 통

한 방법이다. 교과의 측면에서는 능력 군 별 선호하는 학
과 군을 도출하여 개설하는 교과나 로그램의 운 의 

비 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학습소요시수를 기 으로 

교과목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육목표의 효과 인 달

성을 해 능력별로 독립 는 병합 교과목을 개설할 필

요가 있다고 사료된다[24]. 이때에 선행되어지는 요소들
의 경우 통합하여 융·복합 으로 수업을 운 하는 방법

도 제시할 수 있겠다. 그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기업
에서 무엇보다 요시 생각하는 인성이라는 요소다. 인
성교육은 정규 교과목의 운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

에 비교과과정을 운 할 필요가 있다. 인성 캠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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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활용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23]. 평가 한 교
양과목은 공통능력에 을 두고, 공과목은 학과의 

특성이나 맥락을 고려하여 강조되어야 할 능력요소에 

을 두어 시험 심의 운 평가보다 티칭  로젝

트 수업에서 활용하는 수업태도의 극성, 력도, 학습
자간의 평가 등을 심으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정 등[25]의 연구에서는 비교  직업세계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실습  인턴쉽에 한 성이 높게 나타

났다. 이는 학생의 입장에서 진로  취업 로그램에 
한 요성과 필요성에 해 충분히 공감 하지만, 교육시
스템에 자연스럽게 녹아나지 못하는 교육과 특별과정 

로그램은 교육의 이 맞지 않는다는 인식의 결과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교육과정 반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를 통해 직업기 능력을 히 반 하고 학년별, 단계
별 체계 인 진로교육과 경력개발교육 등이 요구된다[26]. 
본 연구는 유익성에도 불구하고 표본 상이 특정지역

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한 각 학마다 각각의 교육이념과 조직문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맞게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

하며, 기 직업능력 요소를 강화할 수 있는 교수법의 

용을 통한 연구가 후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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