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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dentists’ career-choice motivation and job satisfaction, and to find the relationships between
dentist’s career-choice motivation and job satisfaction in Gwangju. The survey was performed by visiting 100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in
Gwangju. Data were obtained from 144 dentists; 10 were excluded because they didn’t respond. The survey consists of 17 items about career
choice and 29 about job satisfaction (Korean Dentist satisfaction survey. KDSS). Data were analyzed by SPSS 19.0. The three highest aspects
among the 17 items about career-choice motivation were high professional status (85.7%), providing a secure career (65.4%), and
opportunity to care for/help people (48.1%). On the other hand, the lowest aspect was science-based occupation (4.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d a model including perception of income, delivery of care. and professional time that accounted for 26.2% of the variation
in overall job satisfac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dentists who choose an opportunity to care for/help people and to have a secure career
score high in overall job satisfac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among Korean den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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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서는 성별과 인종에 따른 치의학과 선택동기에

서

론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전문적인 직업’, ‘사람들의 건강을
돌봄’이 치과대학 학생들의 진로선택동기의 큰 요소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 직업을 선

밝혔다[3]. 우리나라에서 의학계열의 진로선택동기에 관한

택하는 과정과 선택한 직업을 행함으로써 얻는 만족감 혹

연구로는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학생들의

은 불만족감은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큰 요소

진로선택동기와 도덕판단력에 대한 비교에 관한 연구가

이다. 사람이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영향요인들은 시

있다. 두 집단 모두 타인을 돌보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

대적 선호, 개인적 선호, 사회적 인식 등이며 임금수준, 도

는 것이 직업선택의 가장 큰 동기라고 하였다[4].

전과 책임감, 고용 안정성, 발전 가능성, 지역적 위치, 복
지 등이다[1].

직업만족(job satisfaction)이란 얼마나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적 지표이다. 직업이나 직업 경험

지금까지 치과의사의 직업선택동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서적인 상태를 말하며 이는 개인의

치과대학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영국 맨체스

기대치와 이에 상응하는 충족 정도에 따라 만족, 불만족으

터 대학의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학생들의 진로선택동기에

로 표출되는 매우 주관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치과의

관한 연구를 시행했는데 이 연구에서 치과대학학생들은 진

사들의 직업만족도는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로선택의 이유로 안정성과 지위, 높은 수입을 선택하였고 의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558명의 캘리포니아 개원 치과의사

과대학학생들은 이타주의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2]. 영국

를 상대로 54개 문항의 직업만족도에 관한 조사를 시행한

King’s college London 치과대학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990년대 이전 연구에서는 미국 내 치과의사들의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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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5%)가 그들의 직업에 대해 만족하였으나 점차 불만
족 요소가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5]. 미국 내 2,081
명의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0% 정도만이 또
다시 치과의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겠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6], 또 다른 미국 내 1,258명의 치과의사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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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서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간값인 45세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학력에 따른 동기 및

불만족 요인들이 감소되고 있다고 하였다[7]. 우리나라에

만족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치의학사, 치의학석

서는 216명의 대구광역시 개원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직

사, 치의학박사로 나누었다.

업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교육수준, 개원기간, 휴무일
수 및 월평균 보험 청구액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증가

직업선택동기

한다고 하였고[8], 144명의 개원치과의사들의 직업소진과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선택동기에 대한 설문을 하였으나

직업만족도의 관련에 관한 연구에서는 진료내용적인 면이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없었다. 이에 치과의사의

가장 만족스럽고 개인적 시간 확보측면에서 치과의사들이

직업선택동기를 조사하기 위하여 Crossley 등[2]에 의해

가장 불만족한다고 발표하였다[9].

고안된 설문을 사용하였다. 이는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의

치과의사는 치의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환자

과, 치과대학학생들의 진로선택동기를 조사하기 위해 작

의 악안면 부위를 치료하는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높은 수

성된 설문이며 지위와 안정성(Status and security), 직업적

준의 지식수준과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 책임감

특성(The nature of the occupation), 직업적 기회(Career

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또한 주변 보조 인력과의 관계,

opportunities), 환자를 진료하고 사람들과 함께 일함(Patient

환자와의 관계 등 원만한 인간관계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care and working with people), 개인적 기술의 사용(Use of

치과의사라는 직업은 높은 지적능력, 임상능력 그리고 대

personal skills), 과학적 흥미(Interest in science)에 관련된

인관계 능력 등 복합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이고 과거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그렇

의 연구들이 모두 치과대학생들의 직업선택동기만을 조사

다’ 또는 ‘아니다’로 표시하고 직업선택 동기를 여러 개

하였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임상경험이 있는 치과의

선택할 수 있도록 다중응답을 허용하였다.

사들이 과거의 직업선택동기와 관련하여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는 것은 단지 현재 치과의사들의 직

직업만족도

업만족도만을 조사하는 것에서 나아가 치과대학 및 치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직업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의 교육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측정도구로 Shugars 등[5]에 의해 개발된 DSS(Dentist

있다 하겠다. 즉, 직업선택의 동기와 직업만족도의 관련성

Satisfaction Survey)설문을 Jeong 등[10]이 우리나라의 실

을 살펴보고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치

정에 맞도록 KDSS (Korean Dentist Satisfaction Survey)로

과대학이나 전문대학원에서 적절하게 교육하고 발전시킬

변형한 KDSS 설문을 사용하였다. KDSS 설문은 전반적인

수 있다면 치과의사라는 직업의 질을 더 높이는 결과를 가

만족도(overall job satisfaction), 소득(perception of income), 개

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일부

인적인 여가시간(personal time), 진료활동과 관련된 시간

지역 치과의사들의 직업선택동기와 직업만족도를 파악하

(professional time), 다른 치과인력과의 관계(staff), 환자와의

여 두 요소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관계(patient relations)및 진료내용(delivery of care)등으로 나
누어 7개 요인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KDSS를 이용하여 치과의사의 직업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각 문항에 대한 만족도를 5점 리커드 척도로 측정하였
다. ‘매우 그렇다’를 5점, ‘그렇다’를 4점, ‘그저 그렇다’를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에 등록된 치과병원, 의원을 방

3점, ‘그렇지 않다’를 2점,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를 1

문하여 144명의 치과의사로부터 설문을 획득하였다. 이중

점으로 하였다. 29개의 문항에 대해 각 요인별 내적일치도

직업선택동기와 직업만족도를 측정한 문항에 무응답이 많

를 나타낸 Cronbach’s α 계수는 일반적인 만족도 0.80, 소

은 10명의 자료를 제외시키고 13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득 0.76, 개인적인 여가 시간 0.81, 진료활동과 관련된 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간 0.56, 다른 치과인력과의 관계 0.82, 환자와의 관계

본 연구에는 설문지가 사용되었고, 사용한 설문지는 세

0.71, 진료내용 0.72로 각 요인별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타나 설문도구의 내적일치도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에 대한 문항이며, 두 번째 부분은 직업선택동기, 세 번째

었다.

부분은 직업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통계분석
설문제작 및 문항구성

직업선택동기는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표시된 각 문

인구사회학적 요인

항에 대하여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응답율의 차이를

성별은 남녀로 나누고, 연령은 임상경력을 기준으로 중

chai-square 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기대빈도가 5보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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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셀이 전체의 20%이상인 경우에는 Fisher’s exact 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직업만족도는 부정적인 문항의 경우 역
환산을 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만족 정도가 높은 것
으로 해석하였다. 직업만족도 각 세부요인들인 소득, 개인
적인 여가시간, 진료활동과 관련된 시간, 다른 치과인력과
의 관계, 환자와의 관계 및 진료내용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별 변수선택법
(Stepwise)을 사용한 중회기분석을 시행하였다. 직업선택
동기와 직업만족도의 연관성을 보기 위하여 직업선택동기
의 응답에 따른 각 요인별 직업만족도의 차이를 t-test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IBM SPSS Statistics

Fig. 1. Factors influencing Career choice motivation of dentists
(n=134).

19, SPSS Inc, Chicago, Ill, USA)를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결

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자 134명 중 남성은 92명, 여성은 42명이었고, 45세 이상
은 62명, 45세 이하는 72명이었다. 학력에 따라 나누어 보
면 치의학사는 48명, 치의석사는 33명, 치의학박사는 53명
이었다(Table 1).
직업선택동기

Fig. 2. Factors influencing career choice motivation of dentists by
sex: multiple resposes (n=134).
*Mal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female, p=0.034.
**Female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female, p=0.013.

높은 전문성(high professional status), 안정성(provide a
secure career), 다른 사람을 돕고 진료함(opportunity to

타냈다. 여성은 안정성(provide a secure career), 일정한 진

care for/help people)이 가장 높은 3가지 직업선택동기로

료시간(regular working hours), 높은 수입(high income)에

나타났다. 반면에 과학에 대한 관심(general interest in

서 여성에 비하여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높은 수

science)과 정신적 기술을 필요로 함(requires use of mental

입(high income) 항목에서 유의할만한 차이를(p=0.014) 나

skills), 과학을 기초로 하는 직업(science based occupation)

타냈다(Fig. 2).

은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Fig. 1).

연령에 따라서는 45세를 초과하는 치과의사들은 높은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은 높은 전문성(high professional

전문성(high professional status), 안정성(provide a secure

status), 독립성(self employment and independence), 다른

career), 다른 사람을 돕고 진료함(opportunity to care for/

사람을 돕고 진료함(opportunity to care for/help people),

help people) 등에서 45세 이하의 치과의사보다 높은 응답

책임감 있는 직업(responsible job)의 항목에서 여성보다

률을 보였다. 45세 이하는 일정한 진료시간(regular working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독립성(self employment and

hours), 높은 수입(high income), 흥미로운 직업(interesting

independence) 항목에서는 유의할만한 차이를(p=0.034) 나

career)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흥미로운 직업(interesting

Table 1. Sex, Age, and Educational level of Subjects (n=134)
under 45y

over 45y

Total

DDS

DDS, MS

DDS, Ph.D

Total

Male

43
49.4

49
42.6

92

30
33.0

19
22.7

43
36.4

92

Female

29
22.6

13
19.4

42

18
15.0

14
10.3

10
16.6

42

72

62

134

48

33

53

134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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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gression analysis for factors influencing overall job
satisfaction
Independant
variable
Income
Professional time
Delivery of care

Non-standard Standard Standard
p
β
Error
β
value
0.259
0.259
0.273

0.085
0.083
0.092

0.244
0.245
0.236

0.003
0.002
0.004

R2=0.262.

직업만족도

Fig. 3. Career choice motivation according to the age.
*under 45y > over 45y, p=0.019.

전반적인 만족도(overall job satisfaction)는 3.43점이었
으며 진료내용(delivery of care), 다른 치과인력과의 관계
(staff), 환자와의 관계(patient relations), 소득(perception of
income), 진료활동과 관련된 시간(professional time), 개인
적인 여가시간(personal time)의 순으로 만족도를 나타냈다
(Table 2).
직업만족도 각 세부요인들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반적인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중회기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오차를 최소화하
기 위하여 단계별 변수선택법(stepwise)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직업만족도의 구성요인 중 진료내용, 소득, 진료활
동과 관련된 시간이 전반적 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

Fig. 4. Career choice motivation according to the education.
*p=0.001.

었다. 이들 3가지 요인에 의한 설명력은 26% (R2=0.262)
였다(Table 3).
직업선택동기에 따른 직업만족도 비교

career)은 유의한 차이(p=0.019)를 나타냈다(Fig. 3).

다른 사람을 돕고 진료함(opportunity to care for/help

높은 전문성(high professional status), 다른 사람을 돕고
진료함(opportunity to care for/help people), 독립성(self

people)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반적인 만족도(overall job

employment and independence) 등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satisfaction), 소득(perception of income), 진료내용(delivery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안정성(provide a secure

of care) 측면에서 유의하게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높은

career)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

사회적 지위(prestigious social standing)을 선택한 응답자

히 과학, 연구와 관련된 문항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직업

는 소득(perception of income) 측면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opportunity to perform research work), 과학에의 관심

높았다. 안정성(provides a secure career)을 선택한 응답자

(general interest in science)에서 학사졸업자는 응답을 한명

는 전반적인 만족도(overall job satisfaction)는 유의하게 높

도 하지 않았으며 석사 및 박사과정졸업자는 유의한 높은

지만 다른 치과인력과의 관계(staff) 측면의 만족도는 유의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입(High income)을 선

응답률을 나타냈다(Fig. 4).

택한 응답자는 소득(perception of income) 측면에서 유의
하게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독립성(self employment

Table 2.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n=134)

Overall Satisfaction
Personal time
Professional time
Staff
Income
Patient relations
Delivery of care

and independence)을 선택한 응답자는 다른 치과인력과의

N

Min

Max

Avg

SD

관계(staff) 측면의 만족도에서 유의하게 낮은 만족도를 나

134
134
134
134
134
134
134

1.29
1.00
1.25
2.33
1.20
2.50
2.67

5.00
5.00
4.75
5.00
5.00
5.00
5.00

3.42
3.04
3.05
3.92
3.16
3.44
3.94

0.70
0.82
0.66
0.71
0.66
0.41
0.61

타냈다(Table 4).

고

찰

본 연구는 광주 지역 일부 치과의사들의 직업선택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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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ationship between Dentists’career choice motivation
and job satisfaction
Opportunity to care
for/help people

N

Standard
Average
p value
Deviation

에서의 연구활동이 상대적으로 소수의 치과의사들에 의해
서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 하겠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직업선택동기에서 45세 이하는
흥미로운 직업이라는 항목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OS

NO
YES

69
64

3.29
3.53

0.75
0.59

0.039

NO
YES

69
64

3.05
3.28

0.66
0.65

0.048

사들 보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다른 주변 환경 요소들

IN
DC

NO
YES

69
64

3.80
4.08

0.58
0.61

0.006

다. 이는 오늘날 직업이 단지 생계유지의 수단이 아니라

는 45세 이하의 치과의사들이 상대적으로 고령의 치과의
보다 자신의 흥미위주의 직업선택을 했다는 것을 나타낸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삶의 일부분임을
강조하고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생

Prestigious social standing
100
33

3.06
3.47

0.64
0.63

0.002

OS

NO
YES

46
87

3.22
3.50

0.66
0.69

0.023

ST

NO
YES

46
87

4.10
3.81

0.67
0.71

0.024

NO
YES

92
41

3.08
3.35

0.59
0.78

0.026

0.67
0.71

0.005

IN

NO
YES

각된다.
학력과 관련된 측면에서 직업선택동기를 분석했을 때
치의학사나 치의학석사, 치의학박사 모두 높은 전문성을

Provides a secure career

중시하였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전문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컸고,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는 치의학과 학생과 전문대학원 학
생의 직업의식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High income
IN

치과의사가 평생 연구를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을 직
업선택동기로 택한 학사졸업자는 한명도 없었던 반면, 석
사 및 박사과정 졸업자는 연구와 관련한 항목에 높은 응

Self employment and independence
ST

NO
YES

74
59

4.06
3.72

답률을 나타낸바, 이는 Kim 등[4]이 의학과 학생인 경우
직업의 안정성을 두 번째로 중요한 동기로 선택하였으나
전문대학원학생의 경우 과학적 흥미를 두 번째 중요한 동
기로 선택한 것과 비슷한 결과였다.

와 직업만족도를 알아보고 그 관련성을 평가함으로써 치

마지막으로 직업선택동기와 직업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과의사들의 직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다른 사람을 돕고 진료함, 안정성을 동기로 선택한 응답자

하였다.

가 전반적인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높

치과의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로는 높은 전문성, 안

은 수입을 선택한 응답자는 소득 측면의 만족도가 유의하

정성, 다른 사람을 돕고 진료함이 가장 높은 동기로 나타

게 높았다. 이는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이며 사람을

났다. 이는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치과대학생들의 직업선

돕고 진료함으로써 만족을 하며 소득 또한 만족할 정도로

택동기와 동일했다[2]. 영국과 우리나라의 상이한 의료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안정성과 같은 점이 직업을 선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응답자수가 다른 연구들

택함에 있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기존의

에 비하여 적다는 것 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응답자수를

연구에서 주로 대학생과 전문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조사했

얻은 연구 보다 정규분포에 덜 근접하여 통계학적 유의성

을 때 밝혀졌던 직업선택동기(진로선택동기)와 임상경력

을 얻기 힘들었다. 둘째, 표본 수집시 직접 방문법을 사용

이 있는 현직 치과의사들의 직업선택동기가 유사함을 알

하였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전체지역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수 있다. 특히 치과의사가 가지는 높은 전문성으로 인해

한 것이 아니고 광주광역시 일부 지역의 치과 병, 의원 밀

직업을 선택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집지역에서 얻어진 자료들이라 일반성이 떨어진다. 셋째,

남녀에 따른 직업선택동기에서 남성은 전문성과 독립성

직업선택동기 설문 항목이 영국의 학생용으로 만들어진

을 선택한 반면 여성은 안정성과 높은 수입을 선택하였다.

것이라 우리나라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더 고

이 같은 결과는 Gallagher 등[3]이 영국 치과대학 5학년 학

려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이런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얻은 남성은 전문성, 독립성 항목에

연구를 통해 치과의사들의 직업선택동기와 직업만족도사

서, 여성은 안정성 항목에서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이의 관련성을 규명할 수 있었으며, 향후 본 연구결과를

반면 과학에 대한 흥미에 관한 항목은 우리나라에선 매우

기반으로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치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Gallagher 등[3]에 의한 연구에서

과의사들의 직업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는 우리나라 기초 및 임상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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