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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RTICLE

치과위생사 전문직 정체성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김형미†ㆍ조영식
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과

Validity and Reliability of Professional Identity of Dental
Hygienists
Hyeong-Mi Kim† and Young-Sik Cho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Namseoul University, Cheonan 31020, Korea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measure of professional identity for Korean dental hygienists and to analyze the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 identity of these dental hygienists. In this study, 890 dental hygienists completed a self-administered survey. The final analysis was
conducted with a total of 880 responses, excluding 10 questionnaires with unreliable responses and partial response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establish the definition of professional identity, while content validity, exploratory factor, confirmatory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were conducted to establish the constructive factors.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one-way ANOVA were used
to identify the level of each factor. Authors conceptualized the professional identity for Korean dental hygienists and item generation, item reduction,
and questionnaire formatting. The developed measure of professional identity for dental hygienists consisted of five factors, with 15 items. “Sense
of calling,” “need for academic capacity building,” “performance of delegated authority,” “compliance of code of ethics,” and “usage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were the constituent factors. Based on these factors, the level of professional identity was the highest in the
“performance of delegated authority” and lowest in the “usage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These finding indicated that dental hygienists with
higher education levels have higher professional identity levels. The dental hygienists working at the general/university hospital had the highest level
of professional identity. Thus,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stablish a model that consists of factors affecting and influencing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dental hygie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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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문직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위상 확립은 치위생계의 핵
심과제이다. 국내에 치과위생사 교육이 도입된 지 50여 년
이 경과되었고1), 그동안 배출된 6만여 명2)의 치과위생사는
국민들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50여 년간 치과
위생사 양성기관의 교육연한은 증가하였고3), 치위생학 석·
박사과정이 개설되었으며3) 치위생계가 자율적으로 치위생
(학)과 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한국치위생교육평가원

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4). 치과위생사의 수행 업무는 진료
보조에서 진료로 변경되었고5,6), 업무수행범위도 구강위생
에 관한 보조업무7)에서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
리8)로 점차 확대되었다.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활동들과 더불어 국민들이 구강질환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9)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역할은 보조자 역할에서
전문가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10). 전문직으로서 치과위생사
의 위상을 확립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정체성
의 정의를 정립하고 구성 요인을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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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전문직은 고등교육기관에서 학문적, 과학적, 역사적인 원
리에 따라 전문직 고유의 특별한 지식, 방법, 기술을 습득하
11)
여 그 자격을 갖춘 직업이다 . 그들은 지속적으로 전문지식
체를 확장해나가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며 엄격한 기
12)
준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 이는 전문직 종사자 개인의
13)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인류와 사회 복지에 기여한다 .
전문직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은 ‘전문직 자체가
직업으로서 갖는 정체성’과 ‘전문직 종사자가 스스로 인식
14)
한 전문가로서의 주체성’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 ‘전
문직 자체가 직업으로서 갖는 정체성’은 해당 전문직 종사
자 외 타인이 평가하는 것이고, ‘전문직 종사자가 스스로 인
식한 전문가로서의 주체성’은 해당 전문직 종사자가 스스로
15)
평가하는 것이다. Greenwood 는 전문직 정체성을 일컬어
‘개인이 자신을 전문직 역할로 정의하는 것과 관련된 속성,
신념, 가치, 동기와 경험 등의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16)
집합’이라고 하였다. Ibarra 는 개인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동안 스스로 정의한 전문직 역할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전문직 정체성 측정도구는 전문직업
성(professionalism) 측정도구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의 공통점은 전문직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직업성이 직업적 속성, 즉
전문직 자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라면, 전문직 정체성
은 개인이 스스로의 직업을 전문직이라고 인식하는지를 나
17)
타내는 인지적 개념이다. Lee 는 전문직 구성원들이 전문
직업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전문직 정체성이 더 분명
해진다고 하였다.
18)
전문직업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측정도구는 Hall 의
18)
측정도구이다. 이는 1967년에 Hall 이 11개 직업의 구조
적 특성, 조직적 특성, 태도적 속성 등을 50문항으로 개발한
19)
것을 Snizek 이 1972년에 25개 문항으로 약식화한 것이
18)
다.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최초의 국내 연구도 Hall 의 측
정도구를 사용하였으나, 전문직업성과 전문직 정체성은 구
별되는 개념이므로 전문직 정체성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직 정체성의 정의에 적합한 측정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전문직 정체성의 구성 요인도 전문직 정체성의 정의에 부
14)
18)
합해야 한다. Min 등 은 Hall 의 연구를 근거로 전문직 정
체성의 구성 요인이 행동 준거로서의 전문직 단체의 활용,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 자체 규제에 대한 신념, 직업에 대
한 소명의식, 자율성에 대한 신념 등 5가지라고 보고하였고,
20)
21)
22)
23)
이후 상담교사 , 요양보호사 , 간호사 , 물리치료사 등
을 대상으로 유사한 구성 요인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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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그러나 전문직 정체성의 구성 요인은 전문직 정체성
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전문직업성의 구성 요인을 인지하는
수준과 그에 대한 주체성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구성 요인은 치
과위생사만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
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치과위생사만의 업무를
8)
수행하고 있다 . 이것은 전문직으로서의 치과위생사에게만
위임된 권한으로 다른 전문직과 구별되는 전문직 요건이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치
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직으로서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문직업성, 전문직 정체성은 치과
위생사에게 중요한 변수이다. 치과위생사의 특성을 반영한
측정도구를 활용해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정체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영향요인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색하
여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전문직 정체성의 정의와 구성 요인
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평가
한 후 이를 토대로 국내 치과위생사 전문직 정체성의 수준
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치과위생사의 특성을 반영한
치과위생사 전문직 정체성 측정도구를 활용한다면 치과위
생사 전문직 정체성의 수준과 특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전문직으로서의 치과위생사에 관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5년 7월 25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예비조사, 1
차 조사, 2차 조사 등 3회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
상자는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편의표집
하였다. 예비조사대상자는 30명이었고, 1차 조사와 2차 조

사 각각의 대상자는 412명, 438명이었다.
예비조사는 2015년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진행
하였다. 편의표집 방법으로 표본추출하여 각 치과의료기관
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30부를 배부하여 30부를 회수(회수율: 100%)하였으며, 30
부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1차 조사는 2016년 5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한 달
간 진행하였다. 편의표집 방법으로 표본 추출하여 각 치과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였다. 설
문지는 총 530부를 배부하여 415부를 회수(회수율: 78.3%)
하였으며, 10문항 이상 무응답인 설문지 3부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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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차 조사는 2016년 9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한 달
간 실시하였다. 편의표집 방법으로 표본 추출하여 각 치과
의료기관에 전화로 연구배경 및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
여에 동의한 기관에 우편, 팩스로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였

다. 설문지는 총 548부를 배부하여 445부를 회수(회수율:
81.2%)하였으며, 10문항 이상 무응답인 설문지 7부를 제외
하고 43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남서울대학교의 기
관연구윤리심의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
를 거쳐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NSU160523-1).

2. 연구방법
치과위생사 전문직 정체성의 개념과 구성 요인을 설정하
기 위해 관련된 선행연구와 기존 도구를 분석하고 고찰하였
다. 문헌을 분석하여 중복되는 문항과 가설에 부합하지 않
는 문항을 제거하고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문
항화하여 88개의 예비도구를 구성하였다. 예비도구의 구성
요인별 문항 수는 ‘학문적 역량강화 욕구’ 13문항, ‘직업적
소명 의식’ 15문항, ‘위임된 권한 발휘도’ 37문항, ‘전문직

윤리의식’ 10문항, ‘전문직 단체 활용도’ 13문항이었다. 예
비도구 88개의 Cronbach’s α값은 0.945로 높은 편이었고,
내적일관성을 저해하는 7문항은 삭제하였다.
본 조사 실시 전 도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예비조
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 8명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문항 개수는 81개에서
41개로 축소했고, 구성 요인별로 각각 ‘학문적 역량강화 욕
구’ 9문항, ‘직업적 소명 의식’ 7문항, ‘위임된 권한 발휘도’
13문항, ‘전문직 윤리의식’ 6문항, ‘전문직 단체 활용도’는
6문항이었다.
수정된 문항의 타당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내용타당도를
평가하였다. 2016년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치위생
학 박사과정생 중 10년 이상의 치과의료기관 근무 경력을
가진 치과위생사 5명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정을 위한
설문을 시행하였다. 내용타당도 결과, Content Validity
Index가 0.75 이하인 2개 문항은 현실적인 치과위생사의 업
무와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 삭제하여 문항 수는 41
문항에서 39문항으로 축소되었다.
내용타당도 검정을 완료한 후에는 설문문항 이해도를 검
정하였다. 치위생학과 4학년 학생 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고, 수정된 사항은 없었다. 이후 치위생계 전문기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Gender
Male
Female
Age group (y)
≤25
26∼30
≥31
Level of education
Associate’s degree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or above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Type of work place
Dental clinic
Dental hospital
General/university hospital
Total clinical career (mo)
＜60
60∼119
≥120

Pre-test (n=30)

1st test (n=412)

2nd test (n=438)

1 (3.3)
29 (96.7)

2 (0.5)
410 (99.5)

4 (0.9)
434 (99.1)

9 (30.0)
13 (43.3)
8 (26.7)

109 (26.5)
191 (46.4)
112 (27.2)

131 (29.9)
205 (46.8)
102 (23.3)

9 (30.0)
12 (40.0)
9 (30.0)

247 (60.0)
141 (34.2)
24 (5.8)

274 (62.6)
121 (27.6)
43 (9.8)

-

-

315 (71.9)
123 (28.1)

14 (46.7)
14 (46.7)
2 (6.7)

224 (54.4)
117 (28.4)
71 (17.2)

297 (67.8)
125 (28.5)
16 (3.7)

211 (51.2)
128 (31.1)
73 (17.7)

248 (56.6)
129 (29.5)
61 (13.9)

Values are presented as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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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SC1
I think it is necessary for society to promote the oral health.
SC2
I am convinced that dental hygienists contribute to improving the
oral health of the people more than any other job.
SC3
I think dental hygienist is a vital job for society.
NACB1 I systematically read the professional journals.
NACB2 I regularly attend seminars for dental hygienists to improve
knowledge and skills as a dental hygienist.
NACB3 I think continuing education is a must because dental hygienists need
to maintain and improve their knowledge and skill levels.
PA1
I believe that anyone who wants to perform dental hygienist work
must obtain a dental hygienist license before doing the work.
PA2
I think dental hygienists should be able to demonstrate autonomy
within the scope of legal work.
PA3
I think dental technicians and nursing assistants should not perform
dental hygienist duties.
CCE1
I always try to practice the dental hygienist code of ethics in mind.
CCE2
I think that the dental hygienist code of ethics is the basis for judging
value when a dental hygienist falls into an ethical dilemma.
CCE3
I think that the ethics of dental hygienists should be emphasized in
the course of dental hygiene education.
UPO1
As a dental hygienist I feel a sense of belonging to KDHA.
UPO2
I feel that KDHA is working for a dental hygienist.
UPO3
I think dental hygienists should actively cooperate and support
KDHA.
1.841
27.96
27.96

1.661
10.21
38.17

0.113
0.163
0.273

0.314

0.192
0.049
0.049
0.171

0.203
0.013

0.046

0.030
0.190
0.160

0.051

0.304

0.579

0.189
0.126

0.309
0.701
0.660

0.633
0.079
0.120

0.158

NACB
0.161
0.069

SC
0.830
0.666

1.534
5.52
49.54

0.201
0.123
0.153

−0.043
0.017
0.207
1.579
5.86
44.02

0.596

0.745
0.617

0.070

0.043

0.094

0.097

0.156
0.200
0.072

CCE
0.189
0.186

0.195

0.028
0.095

0.542

0.638

0.793

0.135

0.260
−0.051
0.153

PA
0.173
0.118

1.526
4.65
54.19

0.764
0.761
0.400

0.073

0.164
0.275

0.641
0.624
0.330

0.534

0.660
0.491

0.305

0.504

−0.020
0.053

0.679

0.444

0.589
0.546
0.497

Communality
0.785
0.513

0.015

0.213

0.034
0.078
0.138

UPO
0.064
0.124

SC: sense of calling, NACB: need for academic capacity building, PA: performance of delegated authority, CCE: compliance of code of ethics, UPO: usage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KDHA: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Cumulative explained

Usage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Compliance of code
of ethics

Performance of
delegated authority

Need for academic
capacity building

Factor
Sense of calling

Table 2. Construct Validity of the Measure of Professional Identity for Dental Hygie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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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에게 설문지를 검수 받아 응답자들이 응답하기에 보다
용이하도록 수정하였다.
이후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1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반복적인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 분석
을 통해 최종 측정도구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측정도구가
다른 표본 집단에서도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는지 검증
하고 치과위생사 전문직 정체성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

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치과의료기관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빈도분석, 구성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
인분석(최대우도법, Varimax 회전)과 확인적 요인분석, 내
적 일관성을 검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신뢰도분석, 치과
위생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Scheffe’s test)을 시행하였다. 이상의 통
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1.0 프로그램(IBM Co.,
Armonk, NY, USA)과 AMOSTM 18.0 프로그램(IBM
Co.)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검정 수준은 0.05를 기준으
로 하였다.

결 과
1.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세 번의 조사에서 모두
성별은 여성의 성비가 높았고, 연령은 26세 이상 30세 이하
가 가장 많았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는 최종학력이 전
문학사인 자, 근무기관이 의원급인 자, 총 임상경력이 60개
월 미만인 자가 가장 많았다(Table 1).

2. 치과위생사 전문직 정체성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
뢰도
치과위생사 전문직 정체성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최대우도법, Varimax법)을 실시한 결과, 총 15개의 문항이
5개의 구성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
과, 9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나 가설과 다르게 추출된 문항
17개와 요인 적재값이 0.4 미만인 문항 7개 총 24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남은 15개 문항으로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2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5개의 요인으로 추출
되었고 가설과 다르게 추출된 문항이나 요인 적재 값이 0.4
미만인 문항은 발견되지 않아 15개 문항을 최종 측정도구로
선정하였다(Table 2).
타당도가 확보된 측정도구의 구성 요인에 대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직업적 소명 의식의 Cronbach’s α값은 0.727,
학문적 역량강화 욕구의 Cronbach’s α값은 0.699, 위임된

Fig. 1.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measure of professional identity for dental hygienists.
e: error, SC: sense of calling, NACB:
need for academic capacity building, PA: performance of delegated
authority, CCE: compliance of code
of ethics, UPO: usage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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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발휘도의 Cronbach’s α값은 0.679, 윤리강령 준수도
의 Cronbach’s α값은 0.864, 전문직 단체 활용도의
Cronbach’s α값은 0.789, 전문직 정체성의 Cronbach’s α
값은 0.832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 구성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측정도구의
이론이 재표집한 표본에서도 우수하게 재현이 되는지 확인
하기 위해 2차 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여 15개 문항들 간 관계를 평가하였다. 1차 조사의 탐색
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가 검증된 구성 요인이 2차 조사
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양호하게 재현되었다(Fig. 1).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 의 값은 유의했으나 이는 모집
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유의해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배제하
였고, GFI=0.912, AGFI=0.867, RMSEA=0.081, NFI=0.882,
IFI=0.909, TLI=0.880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적합한 모형
으로 판단하였다. 각 요인별 개념 신뢰도는 0.706부터 0.910
까지 나타났고, 분산추출지수는 ‘학문적 역량’ 구성 요인의
값이 0.448로 기준값이 0.5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그 외 구성

요인의 값은 0.561부터 0.771로 나타나 수렴타당도와 구성
타당도가 비교적 확보되었다(Table 3).

3. 치과위생사 전문직 정체성의 구성 요인별 수준 및 특성
2차 조사에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정체성 수준은 5

점 기준 3.72점으로 나타났다. 구성 요인 중 위임된 권한 발
휘도가 4.5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직 단체 활용도가
2.96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정체성 특성은 최종 학력과
근무기관 종별에 따라 전문직 정체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그 외에 성별, 최종학력, 혼인 여부, 연령, 총 임상경력,
현 직장경력, 이직 횟수, 1일 평균 응대 대상자 수, 현 직장
직원수 등에 따른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최종 학력이 높아질수록 전문직 정체성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고, 근무기관 종별에서는 종합/대학병원에 근무
하는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정체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5).

Table 3. Convergent Validity of the Measure of Professional Identity for Dental Hygienists

SC1
SC2
SC2
NACB1
NACB2
NACB3
PA1
PA2
PA3
CCE1
CCE2
CCE3
UPO1
UPO2
UPO3

←
←
←
←
←
←
←
←
←
←
←
←
←
←
←

Path
Sense of calling
Sense of calling
Sense of calling
Need for academic capacity building
Need for academic capacity building
Need for academic capacity building
Performance of delegated authority
Performance of delegated authority
Performance of delegated authority
Compliance of code of ethics
Compliance of code of ethics
Compliance of code of ethics
Usage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Usage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Usage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Estimates β
0.626
0.742
0.695
0.602
0.793
0.628
0.732
0.798
0.496
0.852
0.835
0.789
0.901
0.837
0.515

SE

t

0.121
0.111

10.637***
10.392***

0.119
0.095

10.709***
9.738***

0.102
0.112

11.983***
8.941***

0.05
0.049

19.162***
18.108***

0.052
0.046

17.249***
10.738***

AVE
0.642

CR
0.843

0.448

0.706

0.615

0.823

0.771

0.910

0.561

0.785

SE: standard error,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CR: construct reliability.
***p＜0.001.

Table 4. Level of the Professional Identity for Dental Hygienists (n=438)

Scale
Professional identity

Sub-scales
Sense of calling
Need for academic capacity building
Performance of delegated authority
Compliance of code of ethics
Usage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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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tandard deviation
3.72±0.48
4.21±0.57
3.12±0.81
4.50±0.56
3.79±0.71
2.96±0.93

Minimum value
2.27
2.67
1.00
3.00
1.67
1.00

Maximum value
4.87
5.00
5.00
5.00
5.00
5.0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Data were analyzed by ANOVA among groups.
a∼c
The same characters were not significant by Scheffe’s test at α=0.05. The same letters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Scheffe multiple
comparison test.

0.251
3.33±1.15
3.02±0.91a
2.85±0.89a

3.53±1.04b

＜0.001

2.93±0.90

2.97±0.96

0.001
4.42±0.70b
3.86±0.60
3.72±0.73

4.07±0.81

0.005

3.79±0.69a

3.71±0.72a

0.071
4.79±0.34
4.45±0.59
4.51±0.55
＜0.001
4.74±0.37b
4.69±0.41b

Professional identity
Sense of calling
Need for academic
capacity building
Performance of
delegated authority
Compliance of code of
ethics
Usage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4.39±0.61a

0.005
0.247
0.055

Level of education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or
p
(n=121)
above (n=43)
b
c
3.83±0.42
4.11±0.46
＜0.001
4.31±0.51
4.39±0.41
0.002
3.28±0.81b
3.83±0.68c
＜0.001
Associate’s degree
(n=274)
3.60±0.47a
4.13±0.61
2.94±0.60a
Variable

Table 5. Characteristics of the Professional Identity for Dental Hygienists

Dental clinic
(n=297)
3.72±0.49
4.22±0.58
3.16±0.83

Type of work place
Dental hospital General/university
(n=125)
hospital (n=16)
3.66±0.47
4.08±0.34
4.17±0.57
4.42±0.41
3.00±0.76
3.42±0.6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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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정 결과, 최종학력은 학문적 역량 강화 욕구, 위임
된 권한 발휘도, 전문직 단체 활용도 등 3개 구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근무기관 종별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구성 요인이 없었다. 학문적 역량강화 욕구는 최
종학력이 높아질수록 높아졌고, 위임된 권한 발휘도는 최종
학력이 전문학사인 경우보다 학사, 석사 이상인 경우가 높
게 나타났다. 전문직 단체 활용도는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인
그룹이 전문학사, 학사인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5).

고 찰
치과위생사 전문직 정체성의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치과위생사 전문직 정체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
를 반영하는 구성 요인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사용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전문직 정체성의 정의
를 ‘치과위생사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직업이 전
문직이라고 인식하고 본인의 자질·역량·가능성을 기반으로
직업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직으로서
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수준’이라고 설정하였고, 구성 요인
을 ‘직업적 소명의식’, ‘학문적 역량강화 욕구’, ‘위임된 권
한 발휘도’, ‘윤리강령 준수도’, ‘전문직 단체 활용도’로 구
성하였다. 이는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다수의 선행연구가 전문직 정체성의 구성 요인명을 전문
직업성의 구성 요인명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반면, 본 연
구에서는 전문직업성의 구성 요인을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전문직 정체성의 정의에 맞추어 전문직업성의 구성 요인들
을 인지하고, 본인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준에
대한 용어로 대체하여 구성 요인 명칭을 재구성하고자 하였
다. 전문직업성의 구성 요인명과 차이가 있는 요인명은 ‘직
업적 소명의식’을 제외한 ‘학문적 역량강화 욕구’, ‘위임된
권한 발휘도’, ‘윤리강령 준수도’, ‘전문직 단체 활용도’이다.
24)
개원 의사를 대상으로 전문직업성을 연구한 Cho 의 연
구에서는 전문직업성의 구성 요인을 직업자부심, 자율성인
식, 사회비판인식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직업자부심은
25)
직업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고 ,
자율성인식 및 사회비판인식은 현재의 치과위생사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는 요인이다. 자율성은 전문직의 중요한 구성
요인이지만, 치과위생사의 임상 업무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
26)
래 이뤄지기 때문에 임상 분야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
하기는 불가능하다. 의대생을 대상으로 전문직업성의 구성
27)
요인을 밝혀낸 Lee와 Hur 는 전문직업성의 구성 요인을
이타심과 책무, 자기계발능력, 학문적 역량, 대인관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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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사고능력, 삶과 자신에 대한 태도라고 명명하였다. 반
면 삶과 자신에 대한 태도는 직업정체성의 결과변인으로 밝
25)
혀진 바 있고 , 대인관계능력, 자기계발능력은 전문직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다.
‘학문적 역량강화 욕구’와 유사한 구성 요인 명으로는 ‘전
문지식’, ‘전문기술’ 등이 있었으나 인터넷의 발달로 전문직
의 권위를 보장해주던 전문지식의 경계가 낮아졌기 때문에
단순히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전문직이라
고 할 수 없다. 보수교육 등을 규제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수
하는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본인의 학문적 역량을 충족하고
자 하는 욕구는 전문직 정체성을 반영할 것이다.
전문직은 이러한 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전문직만의 ‘권
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는다. 치과위생사가 위임받는 권한
은 전문직으로서의 권한과 치과위생사만의 업무수행범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는 여타 전문직에 비
해 자율성이 낮은 양상을 보인다. 자율성은 전문직의 핵심
28)
요소라는 주장이 있는 만큼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정체성
측정문항에서도 빠질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자율성을 측정
하고자 했던 문항들은 1개 문항만 제외하고 모두 요인적재
값이 0.4 미만으로 설명력이 좋지 않거나 자율성끼리 공통
성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임된 권한 발
휘도에서 자율성을 설명하는 문항인 ‘나는 치과위생사가 법
적으로 확보된 업무범위 내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은 5점을 기준으
로 평균 4.12점, 표준편차 0.794를 보여서 치과위생사들 스
스로 자율성에 대한 욕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국내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정체성 수준은 5
점을 기준으로 평균 3.72점, 표준편차 0.48로 나타났다.
20)
Kim과 Yu 가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29)
전문직 정체성의 평균은 3.51점으로 나타났고, Lee 가 치
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전문직 정체성의 평
30)
균은 3.44점으로 나타났으며, Lee와 Kim 이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전문직 정체성의 평균은
3.02점으로 나타났다. 연구마다 측정도구와 대상 표집 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평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본 연
구에서 나타난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정체성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구성 요인별 정체성 수준은 위임된 권한 발
휘도, 직업적 소명의식, 윤리강령 준수도, 학문적 역량 강화
29)
욕구, 전문직 단체 활용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Lee 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구성 요인별 정체
성 수준은 자율성에 대한 신념,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서비
스에 대한 신념, 전문조직의 활용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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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Lee와 Kim 이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에서 구성 요인별 정체성 수준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
자율성에 대한 신념,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전문조직의 활
용, 자체규제에 대한 신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성 요인별 정체성 수준은 다양한 연구에서 구성 요인이
각기 차이가 있음에도 전문조직, 전문직 단체에 관련한 요

인이 하위수준을 차지하고 있었다. 보통의 직업이 전문직으
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전문협회를 결성하는 것은 전문직화
31)
의 핵심적 과정이다 . 이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전문협회를
결성하며 조직화하여 이익집단으로서 그들의 사회적 권력
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치
과위생사 전체를 대변하는 직업협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
면서도 치과위생사 면허자의 일부가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
지 않는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협회가
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만큼, ‘전문직 단체 활
용도’의 수준은 치과위생사들의 능동적인 전문직 활동 지표
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편의표집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체 치
과위생사의 경우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치
과위생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직 정체성의 정의와 구성
요인을 정립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치과위생사의 역할
이 시대적 요구에 의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치과위생사
의 전문직 정체성은 치과위생사에게 중요한 변수이다. 치과
위생사의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과 전문
직 정체성이 영향을 미치는 결과요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
뤄진다면 전문직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모형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위생사 전문직 정체성의 정의와 구
성 요인을 정립하고 이를 반영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평가
한 후 이를 활용하여 국내 치과위생사 전문직 정체성의 수
준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5년 7월 25일부터 2016
년 10월 24일까지 3회에 걸쳐 편의추출한 880명의 치과위
생사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직 정체성의 정의를
정립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하였고, 구성 요인을
정립하기 위해 내용타당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별 수준을 파
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을 실시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정체성 정의에 따른
구성 요인은 ‘직업적 소명의식’, ‘학문적 역량강화 욕구’,
‘위임된 권한 발휘도’, ‘윤리강령 준수도’, ‘전문직 단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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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등 5개로 나타났고, 하나의 구성 요인당 3개의 문항으
로 총 15개 문항으로 개발되었으며 타당도와 신뢰도는 양호
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전문직 정체성은 5점 기준
에 3.72점으로 나타났다. 구성 요인 중 위임된 권한 발휘도
가 4.5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직 단체 활용도가 2.96점
으로 가장 낮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정체성 수준
을 평가한 결과, 최종 학력이 높아질수록 전문직 정체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기관종별에서는 종합/대학
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정체성이 가장 높았
다.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과 전문직 정체성이 영향을 미치는 결과요인에 대한 후속연
구가 이뤄진다면 전문직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모형을 확립
할 수 있을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시대적 요구에 의
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정체성은
치과위생사에게 중요한 변수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측정도구는 향후 치과위생사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후속 연
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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