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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4년제 학제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의 취업선호도와 취업인식 및 직업의식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수행되었다. 설문지는 일반적 사항, 취업선호도와 취업인식, 직업의식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강원도 W
시 K대학교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에게 설문하여 111부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0.0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Mann-Whitney U검정 혹은 Kruskal-Wallis검정, 그리고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시행하였다(p<0.05). 전공만족도에 따라서는 직업의식 항목 중 전문직종, 대인관
계, 전체 직업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성적에 따라서는 대인관계 및 근로윤리, 취득 자격증 
수에 따라서는 학술관련, 대인관계, 전체 직업의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직업의식 
항목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본 연구는 4년제 학제 졸업예정자의 직업의
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차후 진로 및 취업지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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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urposed to study on employment preference and employment perception and job 
value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graduat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11 graduating 
students on 4-year-course K-University, dental hygiene department at W-city in Gangwon-do.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30 questions about general characteristics, employment characteristics and 
job valu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frequency analysis, Mann-Whitney U-test or Kruskal-Wallis 
test, and the Pearson's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job recognition with IBM SPSS Statistics ver. 
20.0. The significance level was 0.0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jor satisfaction, 
grade, number of certificate and job value(p<0.05). Each questions of job value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p<0.01). Although there are limited sample qroups, this study identified employment 
characteristics and job value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graduating students on 4-year-course and 
could be used for future career and job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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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직업은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삶을 유지하기 위

해 일정한 기간 동안 꾸준히 종사하는 일을 의미하는데
[1],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직업을 통해 생계 유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구성원으로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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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삶을 가능케 하고,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을 통
한 성취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2]. 따라서 인간의 직
업선택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직업 선택 시 개인의 특
성과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게 되며[3], 이 과정에서 직
업의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직업의식은 직업 종사자들이 갖는 태도, 도덕관, 가치
관 등을 의미하고, 사회적 연대성과 사회 적응능력을 
가지며, 자주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고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4]. 직업의식은 전문직 종사자에게서 강조되
는데, 전문직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이
론적 지식을 기초한 기능과 기능을 갖기 위한 교육·훈
련이 필요하며, 시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여야 
하고, 행동규범 준수를 통한 청렴성과 공익을 위한 봉
사정신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해당 전문직종에 대한 
조직화를 갖춰야 한다[5]. 전문직인 의료종사자 또한 사
명감과 봉사정신을 갖춰야 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판
단과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6]. 

치과위생사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에 일조하는 구강
보건 전문인력으로 주로 치과병의원에 내원하는 환자
를 비롯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계속구강
건강관리, 예방처치 및 진료협조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한 치과의사만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구강보건의료 서
비스를 제공하는데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치과
위생사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치과위생사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봉사지향적인 직
업으로서 높은 책임감과 봉사정신, 그리고 윤리의식을 
갖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7], 치과
위생사 역시 높은 수준의 직업의식을 갖춰야 한다. 따
라서 졸업 후 치과위생사라는 전문직으로 활동하게 되
는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 또한 뚜렷한 직업의식을 갖
추고,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며 그 역할에 자신감을 갖
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8]. 이에 따라, 치위
생학과 재학생들의 직업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전에 치위생
(학)과 졸업예정자의 취업가치관, 취업인식 및 취업선
호도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었으나
[6][9-12], 직업의식에 관련된 연구들은 3년제 학제의 
졸업예정자 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국한되

어 있으며[8][13][14], 4년제 학제가 완성된지 10년 이
상 경과하여 많은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4년제 학제 졸업생의 직업의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을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바 있다[14]. 

이에 본 연구는 4년제 학제 치위생학과의 졸업예정자
를 대상으로 취업선호도와 취업인식 및 직업의식에 관하
여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 등의 기관에서 치위
생학과 학생들의 진로설계 및 취업지도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강원도 W시에 소재한 K대학교의 치위생

학과 졸업예정자 157명에게 연구목적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연구동의서에 서명한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9년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자기
기입식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한 설문지
를 회수하였으며, 직업의식문항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9부를 제외한 111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설문지 구성은 선행연구[9][10]의 설문지를 수정·보

완하여, 일반적 사항으로 성별, 입학동기, 전공만족도, 
평균학점 및 현 거주지를 조사하였고, 취업선호도와 취
업인식은 취업동기, 졸업 후 진로, 취업희망기관과 이
유, 취업희망지역과 이유, 희망연봉, 취업관련 자격증 
사항 및 치과위생사 전망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치과위생사 직업의식은 한[2]의 연구에서 사용
한 설문지를 인용하여 재구성하였으며, 전문직종, 학술
관련, 대인관계, 근로윤리 4항목 총 18문항의 4점 척도
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는 [표 
1]과 같았다. 

표 1. 직업의식 문항 신뢰도  
직업의식 문항 수 Cronbach's α
전문직종 6 0.897
학술관련 4 0.807
대인관계 4 0.777
근로윤리 4 0.858

합계 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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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취업선호도와 취업인식
문항 구분 수(%)

취업이유

자아실현 7(6.3)
경제적 자립 83(74.8)

사회적 지위 획득 3(2.7)
사회경험 6(5.4)

전문지식활용 12(10.8)

졸업 후 진로

치과위생사로 취업 105(94.6)
대학원 진학 1(0.9)

해외유학/해외취업 2(1.8)
전공과 관련 없는 직업 2(1.8)

기타 1(0.9)

취업희망기관

대학병원 13(11.7)
종합병원 15(13.5)
치과병원 41(36.9)
치과의원 31(27.9)

보건(지)소 6(5.4)
치과관련 기업체 3(2.7)
대기업 의무실 1(0.9)

기타 1(0.9)

취업희망기관 
선택 이유 

연봉 16(14.4)
복지혜택 33(29.7)

병원(기관)인지도 9(8.1)
근무시간 18(16.2)

출퇴근 편의 31(27.9)
기타 4(3.6)

3. 자료분석방법 
IBM SPSS Statistics ver.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일반사항과 취업선호도와 인식에 대한 빈도분석
을 하였고, 각 영역에 따른 직업의식은 문항과 항목에 
대한 기술통계를 시행하였다. 전공만족도, 성적, 취득 
자격증 수에 따른 직업의식 수준은 Kolmogorov- 
Smirnov와 Shapiro-Wilk의 정규성 검정에 의해 정규
성 분포를 충족하지 못하여 중앙값과 범위로 나타냈고, 
통계적 유의성은 Mann-Whitney U검정 또는 Kruskal- 
Wallis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직업의식 수준 간
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사용된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사항
연구대상자 총 111명 중 여학생이 102명(91.9%), 남

학생 9명(8.1%)로 나타났으며, 입학동기는 취업이 잘되
서가 가장 많았고(59.5%), 전문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12.6%), 적성이 맞아서(11.7%)로 나타났다. 전공에 대
한 만족도는 만족이 85.6%, 불만족이 14.4%로 확인되
었으며, 학과 평균학점은 A이상이 8.1%, B이상 A미만
이 48.6%, B미만이 43.2%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거주지는 서울 30.6%, 경기 36.0%, 강원 24.3% 순으
로 확인되었다[표 2]. 

표 2. 일반적 사항
문항 구분 수(%)

성별 남 9(8.1)
여 102(91.9)

입학동기

취업이 잘 되서 66(59.5)
적성에 맞아서 13(11.7)
성적에 맞아서 10(9.0)

전문직업인 되려고 14(12.6)
주위의 권유로 8(7.2)

전공만족도 만족한다 95(85.6)
만족하지 않는다 16(14.4)

평균학점
A≤X 9(8.1)

B≤X＜A 54(48.6)
X＜B 48(43.2)

현 거주지

서울 34(30.6)
경기 40(36.0)
인천 8(7.2)
강원 27(24.3)

기타(대전,울산) 2(1.8)

2. 취업선호도와 취업인식
취업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는 경제적 자립이 7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지식활용이 10.8%로 그 뒤
를 따랐다. 졸업 후 진로는 치과위생사로 취업이 94.6%
로 확인되었다. 취업희망기관은 치과병원 36.9%, 치과
의원 27.9%, 종합병원 13.5%, 대학병원 11.7%로 주로 
치과병의원으로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는데, 그 
이유로는 복지혜택이 좋아서가 29.7%, 출퇴근이 용이
해서가 27.9%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희망지역으로는 
서울이 63.1%, 경기 19.8%, 강원 10.8%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출퇴근이 용이해서가 50.5%, 복지혜택이 
19.8%로 나타났다. 희망연봉은 2500만원 이상 3000
만원 미만이 45.0%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이 36.0%로 확인
되었다. 중복응답으로 답변한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현
황에서는 병의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91.9%가 취득하
였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39.6% 취득하였으며, 어학
관련 자격 및 성적은 8.1%가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하여 취득 자격이 없는 경우도 8.1%로 나타
났다. 치과위생사 직업전망은 매우 발전할 것이다 
34.2%, 조금 발전할 것이다 42.3%, 지금과 차이가 없
을 것이다 13.5%로 나타났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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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공만족도, 성적, 취득 자격증 수에 따른 직업의식 
차이

항목 직업
의식 분류 중앙값

(최소값~최대값) P값

전공
만족도*

전문직종 만족 2.94(2.00~4.00) .000불만족 2.41(2.00~3.17)
학술관련 만족 3.07(2.00~4.00) .084불만족 2.88(2.00~3.50)
대인관계 만족 3.01(2.00~4.00) .011불만족 2.78(2.00~3.75)
근로윤리 만족 3.00(2.00~4.00) .055불만족 2.84(2.00~3.50)

전체 
직업의식

만족 2.98(2.00~4.00) .002불만족 2.63(2.00~3.11)

성적**

전문직종 A≤X 3.17(2.00~4.00)
.494B≤X＜A 2.91(2.00~4.00)

X＜B 2.87(2.00~4.00)
학술관련 A≤X 3.58(2.00~4.00)

.066B≤X＜A 3.02(2.00~4.00)
X＜B 3.01(2.00~4.00)

대인관계 A≤X 3.38(2.25~4.00) .048

취업희망지역

서울 70(63.1)
경기 22(19.8)
인천 6(5.4)
강원 12(10.8)
대전 1(0.9)

취업희망기관 
선택 이유 

연봉 21(18.9)
복지혜택 22(19.8)

병원(기관)인지도 3(2.7)
근무시간 6(5.4)

출퇴근 편의 56(50.5)
기타 3(2.7)

희망연봉

1500만 원 미만 2(1.8)
1500 ~ 2000만 원 10(9.0)
2000 ~ 2500만 원 40(36.0)
2500 ~ 3000만 원 50(45.0)

3000만 원 이상 9(8.1)
취업관련 

취득 자격증
수 

2개 이상 49(44.1)
1개 53(47.4)

하나도 없음 9(8.1)

취업관련 
자격증* 

병원코디네이터 102(91.9)
컴퓨터 관련 44(39.6)
어학 관련 9(8.1)

치과위생사 
직업전망

매우 발전할 것이다 38(34.2)
조금 발전할 것이다 47(42.3)
지금과 차이 없다 15(13.5)

잘 모르겠다 10(9.0)
기타 1(0.9)

3. 직업의식 정도 
전문직종에 관련한 직업의식을 묻는 문항에서는 ‘가

치있고 보람있는 직업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술
관련 문항에서는 ‘치석제거를 치과의사보다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
에 관한 문항에서는 ‘동료와의 화목은 업무 효율성과 
밀접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근로윤리 문항에서는 
‘졸업 후 취업하면 직장에서 요구하는 훌륭한 치과위생
사가 될 수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직
업의식 항목 중 학술관련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 

4. 전공만족도, 성적, 취득 자격증 수에 따른 직업
의식의 차이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따른 직업의식 정도를 확인
해보았을 때, 전문직종(p<0.001), 대인관계(p=0.011), 
전체 직업의식(p=0.002)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에 따른 직업의식 정도는 
대인관계(p=0.048) 및 근로윤리(p=0.038)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취득 자격증 수
는 학술관련(p=0.004), 대인관계(p=0.047), 전체 직업
의식 (p=0.1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5]. 

표 4. 직업의식 정도
직업의식 평균±표준편차

전문직종 2.91±0.53
당당한 자부심이 있으며 평생직업으로 생각한다 2.95±0.62
가치있고 보람있는 직업이다 3.05±0.59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2.86±0.71
구강보건향상의 일익을 담당한다 3.03±0.56
사회적 인식과 지위가 높은 편이다 2.75±0.74
업무범위가 점차 확장된다고 생각한다 2.82±0.69

학술관련 3.05±0.52
치석제거는 치과의사보다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17±0.65
졸업 후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회에 참여하고 싶다 2.92±0.68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임상현장과는 연계성
이 있다 3.11±0.61

치위생 분야는 4년제 학부과정이 필요하다 2.98±0.69
대인관계 3.04±0.48

동료와의 화목은 업무 효율성과 밀접하다 3.16±0.51
치과병의원 분위기는 치과위생사에 의해 좌우된다 3.15±0.56
치과의사와 수평적인 관계형성이 가능하다 2.97±0.68
졸업 후 치과위생사 협회활동을 하고 싶다 2.86±0.71

근로윤리 2.99±0.54
졸업 후 취업하면 직장에서 요구하는 훌륭한 치과위생
사가 될 수 있다. 3.07±0.58

소속기관 필요에 의해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시간 외 
근무, 휴일 근무를 할 수 있다 2.85±0.74

소속기관의 발전과 치과위생사 발전은 매우 관련 있다 3.04±0.65

직장생활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자만이 성
공할 수 있다 3.00±0.62

전체평균 2.99±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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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X＜A 2.94(2.00~4.00)
X＜B 2.98(2.00~4.00)

근로윤리 A≤X 3.50(2.25~4.00)
.038B≤X＜A 2.95(2.00~4.00)

X＜B 2.95(2.00~4.00)
전체 

직업의식
A≤X 3.22(2.11~4.00)

.129B≤X＜A 2.95(2.00~4.00)
X＜B 2.97(2.00~4.00)

취득
자격증 
수**

전문직종 2개 이상 2.89(2.00~4.00)
.0761개 2.94(2.00~4.00)

0개 2.53(2.00~3.33)
학술관련 2개 이상 3.15(2.00~4.00)

.0041개 3.00(2.00~4.00)
0개 2.50(2.00~3.75)

대인관계 2개 이상 3.04(2.00~4.00)
.0471개 2.98(2.00~4.00)

0개 2.67(2.00~3.50)
근로윤리 2개 이상 3.01(2.00~4.00)

.1411개 2.98(2.00~4.00)
0개 2.75(2.00~3.25)

전체 
직업의식

2개 이상 3.00(2.00~4.00) .0111개 2.96(2.00~4.00)
0개 2.57(2.00~3.44)

* Mann-Whitney U 검정
** Kruskal-Wallis 검정

5. 직업의식 항목간의 상관관계
직업의식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피어슨상관계수로 분

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p<0.01)[표 6]. 

표 6. 직업의식 각 항목간의 상관성
전문직종 학술관련 대인관계 근로윤리

전문직종 1
학술관련 0.708** 1
대인관계 0.736** 0.734** 1
근로윤리 0.683** 0.659** 0.828** 1

** 피어슨 상관관계분석(p<0.01)

Ⅳ. 고 찰

직업의식은 직업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으로, 이에 따
라 개인의 삶의 질이 좌우되고 사회경제적 전반에 영향
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특히, 대학 졸업예
정자에게 있어 직업과 진로의 선택은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이며[13], 대학생 시기 자체가 직업세계로의 이행
을 앞두고 있으므로 진로결정과 준비의 결정적 시기로 
고도의 직업의식이 배양되어야 한다[15]. 또한 치과위
생사는 구강보건 전문인력으로, 책임감과 봉사정신, 그

리고 윤리의식을 갖추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기에 직업의식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들의 취업선호
도와 취업인식 및 직업의식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시행
되었다. 

일반적 사항에 대한 문항 중 입학동기는 취업이 잘되
서가 가장 많았고(59.5%), 전문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12.6%), 적성이 맞아서(11.7%)순으로 나타났다[표2]. 
치위생(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동기를 묻는 진과 
김[13]의 연구에서도 안정된 직업을 갖고 위해 치위생
(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69.3%로 나타났으며, 한[2]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청년층의 실업률에 대한 문제가 사회경제적 전반에 만
연하게 나타나므로, 대학입학과 동시에 취업에 대한 고
려가 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지며, 치과위생사
라는 직종이 의료기술직으로 면허 취득과 함께 취업에 
대한 문제가 타 직종보다 자유로울 수 있기에 대학 입
학 동기에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공에 대
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만족이 85.6%로 높게 확
인되었는데, 이는 3년제 치위생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
로 진행된 장[14]의 연구와,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진과 김[13]의 연구, 한[2]의 연구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여 대체적으로 학과 전공교육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는 경제적 자립이 7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김 등[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취업희망기관은 치과병원 36.9%, 치과
의원 27.9%, 종합병원 13.5%, 대학병원 11.7%로 주로 
대형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보다는 치과병의원으로 취
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는데, 그 이유로는 복지혜택
이 29.7%, 출퇴근 용이성이 27.9%로 나타났고, 취업희
망지역으로는 서울이 63.1%로 가장 높았으며, 이유는 
출퇴근 용이성과 복지혜택이 좋아서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이와 같은 결과를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의 
취업선호도를 조사한 황 등[10]의 연구와 비교해보면, 
취업기관을 선택할 시에는 복지혜택과 지역접근성을 
우선으로 보고, 취업기관의 소재지를 선택할 시에는 복
지혜택과 연봉 및 지역접근성을 우선 시 반영한다는 결
과와 유사한 결과를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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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연구들에서는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으
로 대형치과병원이나 종합병원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
며, 취업처 선택 시 연봉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높게 나
타나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1,12]. 이는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대학
생들의 직업관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희
망연봉은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45.0%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이 36.0%로 확인되었는데, 최신 연구에
서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의 희망연봉에 관한 조사가 
부재하여, 현 시점에서의 비교는 불가하였다. 대신 
2019년 신입구직자의 희망연봉을 조사한 자료와 비교
해보면[16],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의 희망연봉 3170
만원보다는 적고, 전문대 졸업(예정)자의 희망연봉 
2850만원, 중소기업 취업준비자의 희망연봉 2880만원
과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시점에서의 
중소기업 취업준비자의 희망연봉 수준과 비슷하게 나
타난 이유는 치과병·의원의 규모자체가 중소기업 수준
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취업 관련 자격
증 취득현황에서는 병의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91.9%
가 취득하였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39.6% 취득하였
으며, 어학관련 자격 및 성적은 8.1%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대게 코디네이터 자격증과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학과 및 학교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취득한 것 
이였고, 어학관련 자격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취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하
게 나타났으며[10], 이러한 결과를 통해, 취업과 관련한 
자격 취득에 대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개인적인 차원 
뿐 만 아니라 학교 및 기관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이라
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직업의식 중 전문직종 문항에서는 ‘가치있
고 보람있는 직업이다’가 3.0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학술관련 문항에서는 ‘치석제거를 치과의사보다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3.1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또한 대인관계에 관한 문항에서는 ‘동료와의 화목
은 업무 효율성과 밀접하다’가 3.1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윤리 문항에서는 ‘졸업 후 취업하면 직
장에서 요구하는 훌륭한 치과위생사가 될 수 있다’가 
3.0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년제 학제 학생을 대

상으로 한 이전 연구들과 비교해보면, 학술관련 문항과 
대인관계문항에서 동일한 항목이 가장 높은 정도를 보
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2][8][13][14], 이를 통해 치
위생학과 학생들은 치과위생사의 주된 업무인 예방적 
치석제거술 수행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동
료와의 팀워크가 치과의료서비스의 업무 효과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나아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보여주는 결과라 판단된다. 그러
나 본 연구의 대상자인 4년제 학제 졸업예정자의 직업
인식 점수 자체가 3년제 학제 졸업예정자에 비해 전체
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술과 직업실무를 
중점으로 교육하는 전문대학에 비하여, 4년제 대학은 
학문자체에 대한 심화교육이 중심이고 이러한 교육과
정의 차이가 직업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
추된다. 그러나, 본 결과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설계로 진행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공만족도, 성적, 취득 자격증 수에 따른 직업의식 
차이를 확인해 보았을 때,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문
직종(p<0.001), 대인관계(p=0.011), 전체 직업의식
(p=0.002)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공교육을 통
해,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특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윤리 및 인식이 고취되어진 결과로 보여
진다[14].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적이 높을수록 대인관
계(p=0.048) 및 근로윤리(p=0.038)수준이 높게 나타났
고, 취득 자격증 수가 많을수록 학술관련(p=0.004), 대
인관계(p=0.047), 전체 직업의식 (p=0.011) 수준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5]. 이는 전공만족도가 학과 성적과 자격증 취득 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이와 관련한 추후 요
인 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직업의식 항목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4가지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p<0.01), 다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며
[13,14], 즉 어느 한 가지 항목에서 직업의식 특성이 높
게 나타나면, 다른 영역에서도 높게 나타나는 양의 상
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4년제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의 취업선호
도와 취업인식 및 직업의식 수준을 파악하고자 수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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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전의 관련 연구들은 3년제 치위생과 졸업예정
자 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직업의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만족도만을 분석하였다. 그
러나 본 연구는 4년제 학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전
공만족도 뿐만 아니라 성적, 취업선호도와 취업인식관
련 변수로 취득 자격증 수라는 새로운 변수를 분석하
여, 직업의식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를 확인 하였기에 
차후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직업의식 고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파악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가 일개 대학교의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전반적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겠다. 또한 차후 취업선호도
와 취업인식이 직업의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요인분석과 상관분석
이 설계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
고 동일한 연구설계로 3년제와 4년제 학제 학생들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직업의식에 대한 학제간의 
차이를 규명하고, 나아가 치과위생사 취업과 이직에 관
한 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강원도 W시 K대학교 치위생학과 졸업예
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선호도와 취업인식 및 직업의식
을 조사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연구에 동의하지 않거나 
직업의식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대상자를 제외한 111
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입학동기는 취업이 잘되서가 가장 많았고(59.5%), 
전문직업인이 되기 위해서(12.6%), 적성이 맞아서
(11.7%)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만족 85.6%, 불만족 14.4%로 확
인되었다. 

2. 취업이유는 경제적 자립이 74.8%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취업희망기관으로는 치과병원 36.9%, 치
과의원 27.9%로 치과병의원으로 취업을 선호하였
고, 취업희망지역으로는 서울이 63.1%로 가장 높
았 는데 이러한 결과로 출퇴근이 편리하고 복지혜

택이 좋은 취업처를 선호한다고 확인되었다.
3. 직업의식은 전공만족도가 높고, 학업성적이 우수

하며, 취득한 자격증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p<0.05).

4. 직업의식 항목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p<0.05), 한 항목의 수준이 
증가하면 다른 항목들의 수준도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4년제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의식에 관하여 조사된 연구로, 직업의식 형성에 미
칠 수 있는 전공만족도, 학점, 취득 자격증 수와 같은 
요인을 확인한데 의미가 있겠다. 또한, 기존 3년제에 국
한되어 시행되었던 연구를 4년제 학제에서 수행함으로
써, 더 많은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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