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과학기술의 변화, 경제성장과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사회변화 및 건강개념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구강건강

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의료 환경은 대형화, 전문화 

되어가고 각 의료기관은 경쟁적으로 질적인 의료서비

스 제공을 위한 양질의 간호 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1]. 또한, 치과계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함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전문

화가 강조되고 그에 대한 역할이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등의 예방처치와 진료 보조업무, 치과의사의 위임업무 

수행, 환자의 상담과 관리, 그리고 일부 경영관련 업무 

수행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2,3]. 이러한 변화에 대해 

치과위생사는 전문 지식과 기술 및 경험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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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임상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파악하여 직무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

료로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9년 4월 1일~30일까지 치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임상치과위생사 

182명을 대상으로 일반적특성, 직무특성,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를 조사하였다.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일원분산 분석법과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임상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직무 스트레스(=-0.324), 전문직 자아개념(=0.345)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임상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는 낮을수

록 직무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고 직무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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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influencing factors of job satisfaction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and use them as basic data for enhancing their job satisfaction.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182 dental clinic hygienists from April 1 

to April 30 of 2019.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Results: The influencing factors of job 

satisfaction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included job stress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Conclusions: The higher the professional self - concept, the higher the job satisfaction, the lower 

the job stress of clinical dental hygieni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 program 

that can enhance the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and reduce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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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긍정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전문직 종사자의 직

업인으로서의 자신의 업무에 대한 견해와 느낌을 전문

직 자아개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정적이거나 긍정

적일 때 전문직 종사자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김과 유[4]는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치과위생사일수록 업무수행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

고 하였고, 민[5]은 임상치과위생사가 전문직 자아개념

을 정립하면 직무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직무만족도는 개인의 직무에 대한 정서적 태도나 적응

의 측면으로 직무만족이 이직률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6]. 또한 전문직 자아개념은 의료서비스의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고[7], 이

와 장[8]은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아존중

감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임상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

에 따르면,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전문직업성, 조

직몰입도, 직무만족도, 자아존중감, 전문직 자율성, 전

문직 자아개념 등이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9-14]. 조와 

문[9]은 자기효능감이 높고, 직무스트레스가 낮을 때 직

무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최와 박[10]은 직무스트

레스가 높으면 직무만족도가 낮아지고 이직률은 높아

진다고 하였다. 신 등[11]은 임상에서 위임진료 및 치과

보조인력 간의 업무 갈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직무 스트

레스와 직무만족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고 하였

다. 이와 같이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와 전문직 자아

개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많지만, 임상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

개념과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정도를 파악하

고 이들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

도를 높여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직

업인으로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자료 수집은 2019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특

별시·경기도·충청도 소재의 치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임상치과위생사 200명을 편의추출하여 자기기입식방

법으로 설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version 3.1.9.2를 이용하였고,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 크기의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 독립변수 10

개, 유의수준 0.05로 설정 후 표본 크기의 최소인원은 

182명이었고, 탈락자를 고려하여 200명을 연구대상으

로 하였다. 설문은 분석이 어려운 18부를 제외한 182

부(회수율 91.0%)를 최종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및 직무특성 7문항, 전문직 

자아개념 27문항은 Arthur[15]가 개발하고, 최와 박

[10]이 사용한 연구도구를 사용하였다. 전문직 자아개

념 도구는 의사소통, 전문직 실무, 만족감으로 구성하였

다. 자기효능감 9문항은 Sherer 등[16]이 개발하고, 김

과 박[17]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직무스트레스 

24문항은 장 등[18]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직무스트레

스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직무만족도 28문항은 

Slavitt DB 등[19]이 개발하고, 최와 박[10]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직무만족도의 세부 문항은 직무요

구, 임금관계, 승진, 동료지원, 상사지원으로 구성하였

다. 측정은 5점 Likert scale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

록 전문직 자아개념,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전문직 

자아개념 Cronbach's alpha=0.765, 자기효능감 

Cronbach's alpha=0.874, 직무스트레스 Cronbach's 

alpha= 0.716, 직무만족도 Cronbach's alpha=

0.807로 Table 1과 같다..

2.3 자료분석

IMB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

은 α=0.05로 하였다. 일반적인 특성과 직무 특성에 따

른 직무만족도,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전문직 자아

개념은 일원분산 분석법 및 T-검정으로 분석하였고, 사

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하였다. 직무만족도, 자기효

능감, 직무스트레스, 전문직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임상치과위생사

의 직무만족도 영향 요인은 multiple-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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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직무스트레스, 자기

효능감, 직무만족도의 평균점수 

연구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직무스트레스, 자기

효능감, 직무만족도의 평균점수는 Table 1과 같다. 전

문직 자아개념은 3.31점이었고, 직무스트레스는 2.97

점이었으며, 자기효능감은 3.58점이었고, 직무만족도는 

3.08점으로 나타났다. 

Table 1. Reliability of instrument scales

Variables N Item
Minim

um
Maximu

m
Mean SD

Cronbach'
s ⍺

Professional
self-concept

182 27 2.52 4.33 3.31 0.31 0.765

Self efficacy 182 9 2.56 5.00 3.58 0.49 0.874

Job stress 182 24 2.29 4.00 2.97 0.32 0.716

Job 
satisfaction 

180 28 1.96 4.14 3.08 0.35 0.807

3.2 임상치과위생사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변수별 차이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변수별 차이는 Table 2와 같

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연령(p=0.010), 결혼상태

(p=0.004), 월수입(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고, 결혼 상태는 ‘기혼’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

과, 연령은 ‘30세 이상’과 ‘25-29세’이 ‘24세미만’보다 

높았고, 월수입은 ‘300만원이상’과 ‘200만원-299만원’

이 ‘200만원 미만’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결혼상태(p=0.013)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기혼’

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는 연령(p=0.016)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후분석 결과, 연령은 ‘30세 이상’

과 ‘25-29세’이 ‘24세미만’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무만족

도는 연령(p=0.026), 결혼상태(p=0.014), 월수입

(p=0.027)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결혼상태는 ‘기

혼’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연령에서 ‘30세 이

상’이 ‘25-29세’보다 높게 나타났고, 월수입에서 ‘300만

원 이상’이 ‘200-299만원’과 ‘200만원 미만’보다 높게 나

타났다. 

3.3 임상치과위생사의 직무 특성에 따른 변수별 차이

직무 특성에 따른 변수별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직책과 임상경력(p=0.001)은 유의

한 차이를 보였고, 직책이 ‘있을 때’ 높게 나타났다. 사

후검정 결과, 임상경력은 ‘7년 이상’이 ‘3년 미만’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p=0.028)과 직무만족도

(p=0.003)는 직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직책이 

‘있을 때’ 높게 나타났다.

3.4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 직

무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 직무만

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시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자기효능감(r=0.249), 전문직 자아개념((r=0.413)은 직

무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직무스트레스

(r=-0.360)는 직무만족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자기효능감(r=0.455)과 

전문직 자아개념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무스

트레스(r=-0.148)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2. Level of sca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s N
Professional
self-concept

t or F
(p*)

Self
efficacy

t or F
(p*)

Job 
stress

t or F
(p*)

Job
satisfaction

t or F
(p*)

Age(year)

<24 52 3.23±0.23a 4.740 3.50±0.45 1.578 2.86±0.30a 4.2255 3.09±0.26ab 3.710

25-29 78 3.29±0.31a (0.010) 3.58±0.50 (0.209) 3.01±0.29b (0.016) 3.01±0.38a (0.026)

≥30 52 3.41±0.34b 3.68±0.52 3.02±0.37b 3.18±0.36b

Marital Unmarried 127 3.27±0.30 -2.886 3.54±0.46 -2.515 2.98±0.31 0.332 3.04±0.36 -2.469

status Married 50 3.41±0.29 (0.004) 3.74±0.54 (0.013) 2.96±0.35 (0.740) 3.19±0.30 (0.014)

Educational 
level

College 84 3.29±0.31 -1.131 3.53±0.46 -1.775 2.97±0.32 0.128 3.08±0.37 -0.219

University 93 3.34±0.30 (0.260) 3.66±0.52 (0.078) 2.97±0.32 (0.898) 3.09±0.34 (0.827)

Monthly <200 47 3.16±0.24a 9.372 3.48±0.40 1.503 2.89±0.26 2.575 3.03±0.30a 3.671

income 200-299 84 3.33±0.29b (0.001) 3.63±0.53 (0.225) 3.02±0.33 (0.079) 3.05±0.37a (0.027)

(KRW10,000) ≥300 51 3.41±0.34b 3.63±0.51 2.97±0.34 3.19±0.35b

*by t-test or ANOVA
a,b Same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indifferent by Duncan multipl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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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evel of scales according to job characteristic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s N
Professional
self-concept

t or F
(p*)

Self
efficacy

t or F
(p*)

Job 
stress

t or F
(p*)

Job
satisfaction

t or F
(p*)

Dental Clinic 138 3.33±0.31 1.917 3.61±0.50 1.311 2.95±0.33 -1.202 3.11±0.36 1.654

type Hospital 44 3.23±0.30 (0.057) 3.50±0.48 (0.192) 3.02±0.29 (0.231) 3.01±0.30 (0.100)

Clinical <3 81 3.22±0.23a 7.302 3.54±0.49 0.583 2.93±0.30 1.857 3.06±0.27 1.339

career(year) 4-6 40 3.32±0.37ab (0.001) 3.64±0.54 (0.559) 3.05±0.31 (0.159) 3.04±0.44 (0.265)

≥7 61 3.41±0.32b 3.60±0.48 2.97±0.35 3.14±0.37

Position
General

hygienist
182 3.31±0.31 3.53±0.48 -2.209 2.99±0.32 0.926 3.03±0.33 -3.005

Senior

hygienist
63 3.44±0.30 (0.001) 3.69±0.50 (0.028) 2.94±0.33 (0.356) 3.19±0.37 (0.003)

*by t-test or ANOVA
a,b Same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indifferent by Duncan multiple comparison  

Table 4. Correlations among job satisfac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steem, job stress

Variables Job satisfac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 efficacy Job stress

Job satisfaction 1

Professional self-concept 0.413** 1

Self efficacy 0.249** 0.455** 1

Job stress -0.360** -0.148* -0.031 1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3.4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 직

무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 직무만

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시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자기효능감(r=0.249), 전문직 자아개념((r=0.413)은 직

무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직무스트레스

(r=-0.360)는 직무만족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자기효능감(r=0.455)과 

전문직 자아개념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무스

트레스(r=-0.148)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3.5 임상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상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Table 5와 같다. 임상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에 유의

한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은 전문직 자아개념(t=3.826, 

p=0.001)이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직

무스트레스(t=-4.229, p=0.001)는 직무만족도에 부(-)

적인 영향을 주었다.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1.641로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었다. 공차한계는 1.0

이하로 나타나 위 모형은 유의한 모형이었고(F=5.693, 

p<0.001), VIF는 1.207-1.484로 10을 넘지 않아 문제

가 없었다.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직무특성, 일

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직무특성과 일반적인 특성은 더미변수로 전환하

여 분석하였다. 임상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무 스트레스(=-0.324), 전문직 자아개

념(=0.345)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즉 직무스

트레스는 낮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은 높을수록 직무만

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설명력은 25.4%이었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job satisfaction

Variables B SE  t p* Tolerance VIF

(constant) 2.682 0.397 6.754 0.001

Job stress -0.324 0.077 -0.300 -4.229 0.001 0.829 1.207

Professional self-concept 0.345 0.090 0.301 3.826 0.001 0.674 1.484

R=0.308, Adjusted R2=0.254, F = 5.693(p<0.001), Durbin-Watson: 1.641

*by multiple-regression analysis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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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임상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직무만족도를 높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발전에 기여하

고자 실시하였다. 임상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3.31점이었고, 장과 이[20]의 연구에서 3.39점과 비슷

하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3.58점이었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최와 박[21]의 연구에서 3.64점으로 나타났

고 이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2.97점이었고 황과 엄[22]의 연구에서는 2.40점으로 낮

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대상자의 주 연령층에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직무만족도는 3.08점이었고, 

민[5]의 연구에서는 3.35점, 김과 박[23]의 연구에서는 

3.30점으로 본 연구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연구자마다 

다양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배우

는 시기가 지나고 이직의도가 작용하는 연령 분포인 

25-29세 대상자가 많고, 교육연한의 증가로 4년제를 졸

업한 치과위생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위생사

의 복지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반

복적인 연구를 통하여 본 결과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은 결혼상태

(p=0.004), 연령(p=0.010), 월수입(p=0.001)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고,, 결혼상태는 ‘기혼’에서 높게 나타

났다. 사후검정 결과, 연령은 ‘30세 이상’과 ‘25-29세’

이 ‘24세 미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월수입은 ‘300만

원이상’과 ‘200-299만원’이 ‘200만원 미만’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24]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

여가 많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자의 경우 안정감이 있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직무에 대한 숙련도가 증가하여 

치과보조업무 및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에 따라 월수입도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

다. 자기효능감은 결혼상태(p=0.013)에서 차이가 있었

고, 기혼에서 높게 나타났다. 기혼의 경우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가족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직무스트레스는 연령(p=0.016)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후분석 결과, 연령은 ‘30세 

이상’과 ‘25-29세’이 ‘24세미만’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조와 문[9]의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

할수록 직책이 주어지고,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역할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로 사료된다.

직무만족도는 연령(p=0.026)과 결혼상태(p=0.014), 

월수입(p=0.027)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였고, 기혼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연령은 ‘30세 이상’이 

‘25-29세’보다 높게 나타났고, 월수입은 ‘300만원이상’

이 ‘200-299만원’과 ‘200미만’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 

등[25]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고, 김과 박[23]

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연령이 많

을수록 기혼이고, 임상경력이 많아지며 그에 따른 월수

입이 증가에 따라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서 나타난 결

과로 사료된다.

직무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은 직책(p=0.001)

과 임상경력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직책(p=0.001)

이 ‘있을 때’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임상경력은 

‘7년 이상’이 ‘3년 미만’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

[24]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여, 이는 임상경력

이 많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효능감(p=0.028)과 직무만족도(p=0.003)는 직책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직책이 ‘있을 때’, 높게 나

타났다. 직위에 따른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는 직급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현 직위가 높을

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박[26]의 연구와 직급이 높

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이[27]의 연구와 일치하였

다. 이는 경력이 높아질수록 업무가 익숙해지고 숙련도

가 증가하면서 자신감이 증가하고 직무에 대한 만족도

가 높아져서 나타나난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에서 근무

하는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무 스트레스(=-0.324), 전문직 자아개념(=0.345)

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즉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

게 나타났고, 설명력은 254%이었다. 민[5]의 연구에서

는 임상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전문직 자아개념이라고 하였고, 설명력은 

29.0%이었다. 정과 송[28]의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가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고, 설명력은 24.1%이었다. 본 연구에서 임상치과

위생사의 직무만족도가 직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전

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 결과는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직무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숙련도

가 증가하면서 자신감이 향상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

면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임상치과위생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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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고 직무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안점은 편의추출하여서 나타난 결과로 

모든 임상치위생사에게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도구를 적용하여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연

구를 시도하였다는 것은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임상치과위생사의 직무실태를 고려한 직무만족도 영향 

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임상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직무만족도를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9년 4월 1

일부터 30일까지 서울특별시·경기도·충청도 지역 치과 

병·의원에서 근무 중인 임상치과위생사 182명을 분석하

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3.31점이었고, 자

기효능감은 3.58점이었으며, 직무스트레스는 2.97점이었

고, 직무만족도는 3.08점이었다.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은 결혼상태, 

연령, 월수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자기효능감은 결

혼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직무스트레스는 연령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직무만족도는 연령, 

결혼상태, 월수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3. 직무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은 임상경력과 

직책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직책이 ‘있을 때’ 높게 나

타났다(p<0.05). 사후검정 결과, 임상경력은 ‘7년 이상’

이 ‘3년 미만’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직무만

족도는 직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직책

이 ‘있을 때’ 높게 나타났다.  

4. 임상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은 직무 스트레스(=-0.324), 전문직 자아개념(

=0.345)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즉 전문직 자

아개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설명력은 25.4%였다.

이상의 결과, 임상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은 직무 스트레스는 낮을수록, 전문직 자

아개념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

서 임상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고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 제공,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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