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모든 조직의 경쟁력은 그 조직 구성원들과 분리

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비전을 공감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발적

으로 협력하여 참여할 때 그 조직은 발전할 수 있

다. 조직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직무를 자발적으

로 최선을 다해 수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태도이다. 심리학적으

로 태도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 상황에 대해 긍정

적 또는 부정적으로 일관되게 반응하는 학습된 경

향을 의미한다1). 그리고 조직에 대한 태도는 좋아

하거나 싫어하는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행태로 나

타나며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행동론에서 조직에 대한 구성

원의 태도는 직업만족(job satisfaction) 정도, 조직

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정도, 직업포

함(job involvement) 정도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다뤄진다. 직업만족은 직무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일반적 태도이며2) 조직 내에서 학습되는

것이다. 직업포함은 자신의 특정 직무에 대한 파

악정도 또는 자신의 탁월한 직무 수행에 의한 자

신의 가치를 향상시키려는 태도이다. 조직몰입은

조직 전체의 비전과 목표를 수용하는 태도, 조직

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력,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오래 머물려는 바램 등의 태도이다.

태도의 세 가지 유형들 사이에 서로 관련성도

있다. 조직행동 이론가들은 대체로 직업만족도와

조직몰입도 사이에 가장 강한 상관관계가 있고,

직업만족과 조직몰입은 이직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몰

입과 직업만족의 정도는 조직에 대한 태도를 변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 동기 요인을 함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직몰입도와 직업만족

도는 조직에 대해 구성원들의 긍정적이거나 부정

적인 정도만을 보여주는 척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

이다. 많은 연구가들이 조직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고 거론하고 있는 다양한 요인의 개념들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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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정도를 의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심리적 상태 개념이 미약하다.

조직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인은 조직

속의 구성원이 담당하는 일과 관련된 가치인식

(perceived value of work)이라 할 수 있다. 이3)와

이4)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가치인식이 직무만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차 등5)은 직업에 대

한 가치인식과 직무만족, 조직몰입은 높은 상관관

계가 있다고 하였다. 오6)는 직무가치인식을 일가

치감으로 표현하면서‘일을 통해서 경험하는 심리

적 상태로서,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있고 자신이

조직 내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인지적 평가 및 그

에 따른 긍정적 정서 반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직무가치인식이 개인의 행복감과 심

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라는 태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치과위생사들의 직무가치인식과

병원 조직에 대한 태도(직업만족도 및 조직몰입

도)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직무가치인식의 구체

적 개념은 오6)가 제안하였던 다섯 가지의 결정요

인(업무의 중요성, 과정의 효율성, 결과의 유용성,

비전의 실현성, 사회적 인정)을 사용하였고, 그 요

인들 각각이 치과위생사들의 직무만족도 및 병원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들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해 치과위생사들의 병원 조직에 대한 태

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

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2007년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

지 대구·경북 일부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

생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병원별

책임치과위생사의 도움으로 총 350부를 배부하여

개별적으로 작성하게 한 후 밀봉하여 회수하였고,

응답이 부실한 28명을 제외한 총 322명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설

문지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 5문항, 직무가치인식

22문항, 직무만족 5문항, 조직몰입 5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2.2.1. 직무가치인식

직무가치인식은 오6)가 개발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 5개 영역(업무의 중요

성, 결과의 유용성, 비전의 실현성, 과정의 효율성,

사회적 인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매

우 그렇다’의 5점에서‘전혀 아니다’의 1점으로 구

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가

치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영역

별로 업무의 중요성 Cronbach’s alpha=0.845, 결

과의 유용성 Cronbach’s alpha=0.82, 비전의 실

현성 Cronbach’s alpha=0.874, 과정의 효율성

Cronbach’s alpha=0.789, 사회적 인정 Cronbach’s
alpha=0.78이었다(표 1).

2.2.2. 조직에 대한 태도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태도로는 조직몰입, 직무

만족 두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조직몰입은

Mowday와 동료들(1982)7)이 개발한 5문항, 직무

만족은 Wakefield & Curry(1998)8)가 개발한 5문

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매우 그렇다’의 5점

에서‘전혀 아니다’의 1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에 대한 태도가 좋음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조직몰입 Cronbach's
alpha=0.91, 직무만족 Cronbach's alpha=0.71이

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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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분석 방법

통계분석의 일반적인 특성은 백분율로 구하였

고, 직무가치인식과 조직태도(직무만족, 조직몰

입)는 평균을 구하였다. 직무가치인식과 조직태도

간의 관련성은 Pearson's 상관분석으로 검정하였

고, 직무가치인식이 조직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단

계투입법(stepwise)에 의한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처리는

SPSS/PC 12.0 버전을 이용하였다.

3. 연구 성적

연구대상자 총 322명의 일반적인 특성 중 연령

은 24~26세가 36.0%로 가장 높았고 평균연령은

25.7세였으며, 결혼 여부는 미혼이 85.1%로 가장

높았다. 근무기관은 치과의원이 55.0%로 가장 높

았고 근무경력은 3~5년이 36.0%, 연봉은 1900

만원 이하가 46.9%로 가장 높았다(표 2).

연구대상자의 직무가치인식의 전체 평균은

3.36이었으며, 영역별로는 비전의 실현성이 3.53

으로 가장 높았으며 과정의 효율성 3.42, 결과의

유용성 3.32, 업무의 중요성 3.31, 사회적 인정

3.23 순이었다(표 3).

연구대상자의 조직태도 평균치는 3.13±0.59였

으며, 직무만족은 3.14±0.55, 조직몰입은 3.12

±0.77이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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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역별 도구의 문항 및 신뢰도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표 3. 직무가치인식 평균 (단위: 평균±표준편차)

표 4. 조직태도 평균치 (단위: 평균±표준편차)

주) 1=전혀 아니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
다, 5=매우 그렇다

주) 1=전혀 아니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
다, 5=매우 그렇다

영역 평균수치(M±SD)

업무의 중요성 3.31±0.60

과정의 효율성 3.42±61

결과의 유용성 3.32±0.65

비전의 실현성 3.53±0.81

사회적 인정 3.23±0.68

전체 평균 3.36±0.54

영역 평균수치(M±SD)

조직몰입 3.12±0.77

직무만족 3.14±0.55

전체 평균 3.13±0.59

영역 문항수 Cronbach's alpha

업무의 중요성 6 0.85

과정의 효율성 4 0.82

결과의 유용성 5 0.87

비전의 실현성 4 0.79

사회적 인정 3 0.78

조직몰입 5 0.91

직무만족 5 0.71

변수 구분 인원수(명) %

연령(세)

21~23 104 32.3

24~26 116 36.0

27세≤ 102 31.7

결혼여부
미혼 274 85.1

기혼 48 14.9

근무기관
치과의원 177 55.0

병원급≤ 145 45.0

근무경력(년)

1~2 130 32.3

3~5 106 36.0

6년≤ 86 31.7

연봉(만원)

≤1900 151 46.9

2000~2400 133 41.3

2500≤ 38 11.8



직무가치인식과 조직태도 사이의 관련성을 알

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가치인

식과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순 상관관계를 보여(p=0.01) 직무가치인식이 높

을수록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가 높았다(표 5).

각 변수들이 조직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직무가치인식의 영역별 항목을 독립변수

로 조직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

투입법(stepwise)에 의한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직무만족과 관련 있는 변수는 사회적 인정, 비

전의 실현성, 과정의 효율성 순이었고 설명력은

24%였다. 조직몰입과 관련 있는 변수는 비전의

실현, 사회적 인정, 과정의 효율성 순이었고 설명

력은 32%였다(표 6).

4. 총괄 및 고안

조직과 그 구성원의 관계는 일을 매개로 형성되

는 교환관계로 이해된다. 구성원은 조직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할 때 조

직 내의 생활에 만족해 하며 더 나아가 조직을 위

해 헌신하게 된다. 구성원들이 조직으로부터 무엇

을 원하는지를 결정해 주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일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가치인식이라고 할 수 있

다9).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위생사가 자신의 일을

통해 체감하는 직무가치인식과 조직태도(직무만

족, 조직몰입)와의 영향관계를 조사하여 치과 병

원의 핵심 인적자원인 치과위생사의 조직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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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직무가치인식과 조직태도와의 관련성

** p=.01

표 6. 조직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B B(SE) β t P-value

직무만족 Adj R2 = 0.24

(상수) 1.55 0.17 9.37 0.000

사회적 인정 0.21 0.05 0.26 4.24 0.000

비전의 실현성 0.14 0.04 0.21 3.49 0.001

과정의 효율성 0.12 0.06 0.13 2.14 0.033

조직몰입 Adj R2 = 0.32

(상수) 0.55 0.22 2.54 0.012

비전의 실현성 0.25 0.05 0.27 4.75 0.000

사회적 인정 0.26 0.07 0.24 4.01 0.000

과정의 효율성 0.24 0.07 0.19 3.30 0.001

변수 업무의 중요성 과정의 효율성 결과의 유용성 비전의 실현성 사회적 인정 조직몰입

과정의 효율성 0.659**

결과의 유용성 0.728** 0.716**

비전의 실현성 0.474** 0.498** 0.532**

사회적 인정 0.585** 0.565** 0.612** 0.501**

조직몰입 0.384** 0.458** 0.434** 0.479** 0.477**

직무만족 0.365** 0.383** 0.378** 0.403** 0.440** 0.594**



을 탐색하는 데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직무가치인식의 영역별 평균(5

점 척도)은 업무의 중요성 3.31, 결과의 유용성

3.32, 비전의 실현성 3.53, 과정의 효율성 3.42,

사회적 인정 3.23이었으며, 전체 평균은 3.36이

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일 그 자

체뿐 아니라 직무수행 과정도 비교적 효율적이라

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직무수행 결과가

조직과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함을 인식하고 있었

다. 또한 자신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개인

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며, 직무수행을 통해

직장상사와 동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인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직무가치인식

정도가 3.36으로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기는 하

지만 일반직10)과 사무기술직11)에 관한 선행연구 결

과들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전문직

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

한 특별한 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치과위생

사들에게 가장 높게 나타난 직무가치인식 영역은

비전의 실현성이었다. 치과위생사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관련된 바람직한 미래상을 가지고 있었으

며, 이러한 현상은 치과위생사들의 경쟁력의 원천

이 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가장 낮게 나타난 직무

가치인식 영역은 사회적 인정이었으며 치과위생사

들이 일을 통해 상사나 동료들 또는 사회전반으로

부터 받는 인정의 정도는 평균을 상회하는 긍정적

수준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낮

았다.

조사대상자의 조직태도 평균치는 3.13이었으며

직무만족은 3.14, 조직몰입은 3.12였다. 조직태도

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강12)의 3.5, 병원종

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13)의 3.3보다는 낮았으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14)의 3.04보다는 높았으

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15)의 3.12와는 비슷하

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조직태도는 평균이상이며,

타 직종에 비해 부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

나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보다 더 긍정적인 조직태도를 지닐 수 있는 방안

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직무만족이란

자신의 직무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욕구충족의 정

도에 대한 정서적 상태이다16). 조사대상자의 직무

만족은 강17)의 2.87, 이 등18)의 2.83보다는 높았고

배19)의 3.25, 박16)의 3.27, 윤 등20)의 3.30보다는

낮았다. 조사대상자들의 직무만족도는 평균 이상

의 성적으로 자신의 직무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직몰입이란 조직구성원이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과 동일시하고 조직에 관여하며 그

조직에 에너지와 충성심을 바치려는 조직구성원의

의향이다21). 조사대상자의 조직몰입은 3.12로 강17)

의 3.45보다는 낮았고, 박16)의 3.01보다는 높은 수

준이었다. 이 결과로 봐서 현재 치과위생사들이

병원조직에 가지는 애착 정도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직무가치인식요인과 조직태도와의 관련성에서

업무의 중요성, 과정의 효율성, 결과의 유용성, 비

전의 실현성, 사회적 인정 모두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에서 유의한 순 상관을 보였고(p=0.01), 직무

가치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가

높아 선행연구들의5, 10, 22)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치과위생사들의 조직태도를 긍정적

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들의 직무가치

인식 향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객

관적으로 잘 입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직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가치인식 영역

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투입법에 의한 중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조직태도(직무만족, 직무몰입)는

사회적 인정, 비전의 실현성, 과정의 효율성이 유

의하게 관련 있는 변수로 나타났고 직무만족의 경

우 사회적 인정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조직

몰입의 경우는 비전의 실현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각각 24%,

32%였다. 따라서 비전의 실현성과 사회적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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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위생사들이 소속된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직무가치인식의 영역이

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치과위생사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서로가

서로의 일을 인정해 주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분위

기를 구축할 필요도 있으며,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재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일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평가 차원의 대

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치과 위생사들이 현

재 소속한 조직에 대한 태도(직무만족, 조직몰입)

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직태도를 더

욱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으로 직무가치인식 향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으며, 특히 비전의 실

현 및 사회적 인정 측면의 강화를 통해 치과 위생

사들의 조직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치과 병원 조직의 효율성

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 두 요인에 대한 다양

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일

부지역에 국한된 단면조사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

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직무가치인식과 조직태도에 대해 보다 다각도로

면밀하게 접근하는 전향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직무가치인식과 조

직태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대구와 경북지역에 근무하는 치과위생

사 3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직무가치인식 평균은 3.36(5점 척도)이었고,

비전의 실현성이 3.53, 과정의 효율성 3.42, 결

과의 유용성 3.32, 업무의 중요성 3.31, 사회적

인정 3.23 순이었다.

2. 조직태도 평균은 3.13이었으며, 직무만족은

3.14, 조직몰입은 3.12였다.

3. 직무가치인식과 조직태도(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유의한 상관성(p＜0.01)

이 있었다.

4. 직무만족과 관련 있는 직무가치인식 영역은 사

회적 인정, 비전의 실현성, 과정의 효율성 순이

었고(R2=0.24),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

계를 보였으며,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직무가치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조직몰입과 관련

있는 직무가치인식 영역 역시 비전의 실현, 사

회적 인정, 과정의 효율성 순이었고(R2=0.32),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조

직몰입이 높을수록 직무가치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치과위생사들의 현

재 직무가치인식과 조직에 대한 태도(직무만족,

조직몰입)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조직태도를 더욱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

로 직무가치인식 향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비전의 실현 및 사회적 인정은 치과위생사들

의 직무가치인식 향상에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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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has collected 322 clinical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Daegu and around Daegu, in
order to investigate perceived value of work among dental hygienists and extent of organizational
attitude and find relationship between these, and we can finds these conclusions as follows; 

1. The total average point of perceived value of work is 3.36(5 is a full mark), and we could gain
each points as follows; vision realizability 3.53, process efficiency 3.42, product usefulness 3.32,
job significance 3.31, social recognition 3.23.

2. The total average point of organizational attitude is 3.13, and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re 3.14, 3.12 respectively. 

3. Variables of perceived value of work related job satisfaction are social recognition, vision realiz-
ability, process efficiency,(Social recognition is the most effective variable, and next vision real-
izability, process efficiency are effective in the order named.)(R2=.24) and we could find that job
satisfaction is proportion to perceived value of work, according to relationship of these vari-
ables. Variables of perceived value of work related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are also
vision realizability, social recognition, process efficiency,(Vision realizability is the most effec-
tive variable, and next social recognition, process efficiency are effective in the order
named.)(R2=.32) and we could find that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proportion to perceived
value of work, according to relationship of these variables. 

According to these result, perceived value of work and organization attitude(job satisfaction, orga-
nizational commitment) of dental hygienists are affirmative. but to make their attitudes be more
affirmative, the research about improving perceived value of work is needed. Especially, vision real-
izability and social satisfaction are very important variables at perceived value of work of dental
hygie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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