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인력은 조직을 하나의 중간 매체로 하여 조직으

로유입되기도하고조직에서유출되기도한다. 오

늘날 인력의 흐름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흐름의 관리를 재인식하게 되었다

1). 치과 의료기관의 관리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인적자원의 관리이며, 이러한 치과 의료기관의 인

적자원을 잘 관리하여 활용하는 문제는 양질의 의

료서비스 제공과 치과 의료의 생산성 향상에 밀접

한영향을미치게된다. 따라서치과의사가구강진

료에 최대한으로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구강진료

대상자에게 양질의 구강진료를 제공하는 분업구강

진료에서 치과위생사의 인력관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2).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

우식증예방을위한불소도포기타치아및구강질

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며(의료기

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원활하고효율적인치과진료, 예방, 교육을 담당한

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3). 치과위

생사의 경우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부족과 긍

정적 직업관의 결여, 치과의사들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부족과 긍정적 직업관의 결여,

치과의사들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

하여본연의업무를수행하지못하고있으며, 치과

의사들의 업무범위에 대한 인식부족과 업무의 규

격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

를수행하지못하고, 진료보조업무가많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4). 특히 치과위생사가 법

정업무인 예방처치 및 구강보건 교육 업무에 전념

하지못하고있으며, 업무의불확실성때문에이직

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5,6). 2000년 이후

치과위생사의 수요에 비해 공급의 부족과 높은 이

직률등으로구강진료분담인력부족현상이지속

되어 양질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

움이 있어 왔으므로7) 이직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치과위생사의 이직에

관한선행연구에서보면이직의가장큰이유로근

무조건8), 직무 만족도9), 인간관계와 합당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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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우6) 등을 들고있으며, 치과위생사업무가전

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송10)의 연구에서 62.2%, 정

6)의 연구에서 64.2%가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직종의경우에도이직경험이간호사

66.5%11), 치과기공사 70.3%12)로 보고하고 있어

보건의료직의 이직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조직

구성원의 이직은 그가 속한 조직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긍정적으로 볼 때 혁신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며 조직의 변화를 촉진시켜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증진시킨다. 반면에 비용의 증가를 가져

오고인적자원관리의긴장도를증가시키며조직의

통합성을 낮추어 잔류 직원의 만족도를 저하시키

는 등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한다13). 개인의 이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변수들은 성, 연령, 교육 수준, 결혼 여부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직무관련 요인, 조직관련 요

인, 취업관련 경험 요인 등 매우 다양하다. 이 외

에도 전반적인 경제상황이나 노동시장의 상태도

이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이직이란 행위변수의 측정을 위해서는 연구대

상을 조직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추적조사해야 하

지만 연구진행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직 의도

(intent to leave)라는 태도변수를 이직관련 요인

의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예가 많다. 이는 이미 이

직한 근로자보다는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

으로 하여 향후의 이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

다고할수있다15).

이에 본 연구는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이직

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찾아이직을사전에예방

하여병원경영의손실을막고, 치과위생사의인력

활용방안에시사점을제공하고자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상

2009년 2월 1일부터 2009년 3월 15일까지 부

산·경남지역 치과병원, 치과의원에 현재 근무 중

인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300부의 설문지를 배

부하였다. 회수된 282부의 설문지 중 응답방법에

오류가 있거나 무응답이 많은 2부를 제외한 280

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회수율은 93.3%였

다.

2.2. 연구방법

본연구의도구로사용된설문문항은서15), 김16),

강17)의 이직 의도 영향 요인의 연구에 사용한 설문

항목들을 치과위생사의 근무 여건에 맞게 재구성

하였으며,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직접 방

문하여 배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 연구의 목

적과설문지작성요령을설명한후설문지를작성

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일반적 특성 3문항, 근무의료기관 특성

7문항, 이직경험특성 4문항으로이루어져있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근무 의료기관

특성, 이직 경험 특성 등은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근무의료기관 특성, 이직 경험 특성

에 따른 직무 만족도, 이직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구조적 요인, 태

도와 가치관, 직무 만족도, 이직 의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하였으며, 직무 만

족도와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기위해직무만족도와이직의도를각각종속변수

로 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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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을 실시하였다. 직무만족도가이직의도

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서는단순회귀분석

(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4. 측정도구

설문지 구성은 일반적 특성 3문항, 근무 의료기

관 특성 7문항, 이직 경험 특성 4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표 1>. 구조적 요인은 업무 고충 5문항,

보수의 공정성 4문항, 자기 성장성 3문항, 쾌적한

작업환경 3문항,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 4

문항, 동료와의 관계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두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보통이다’3

점, ‘매우 그렇다’5점)로 이루어져 있다. 각 영역

의 신뢰도 Cronbach`’α는 업무 고충 0.619, 보수

의 공정성 0.853, 자기 성장성 0.789, 쾌적한 작

업환경 0.868,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

0.684, 동료와의 관계 0.639였다. 태도와 가치관

은 긍정적인 태도 2문항, 부정적인 태도 3문항이

며, 모두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긍정적인 태

도의 신뢰도는 Cronbach`’α=0.715이고 부정적

인 태도의 신뢰도 Cronbach`’α=0.822였다. 직무

에 대한 만족도와 이직 의도는 각각 6문항으로 모

두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신뢰도는

직무 만족도가 Cronbach`’α=0.805, 이직 의도

Cronbach`’α=0.811로 높은편으로나타났다.

3. 연구성적

3.1. 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본 연구의 조사대상 치과위생사는 총 280명이

었으며, 연령별로는 25∼30세가 50.2%로 가장

많았고, 24세 이하 27.6%, 31세 이상 22.2%의

순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81.8%로 기혼

18.2%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학력은 전문대학 졸

업자가 76.4%로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교 졸업

19.6%, 대학원졸업 3.9%의 순이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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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도구의 구성과 신뢰도

변수 내용 문항수 척도 Cronbach’α

일반적 특성 연령, 결혼상태, 학력 3

근무 의료기관

특성

의사의 수, 치과위생사의 수, 

근무경력, 월 급여, 주 업무,

월차 여부, 1일 평균 환자 수

7

이직 경험 특성
이직 경험 유무, 이직 횟수, 이직 이유, 

재취업까지 걸린 시간
4

구조적 요인 업무 고충

보수의 공정성

자기 성장성

쾌적한 작업 환경

치과위생사 직업에 한 인식

동료와의 관계

5

4

3

3

4

3

5

5

5

5

5

5

0.619

0.853

0.789

0.868

0.684

0.639

태도와 가치관
긍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

2

3

5

5

0.715

0.822

직무 만족도 6 5 0.805

이직 의도 3 5 0.811



3.2. 근무의료기관의 특성

조사대상 치과위생사의 근무하는 장소는 치과

의원이 58.6%로 치과병원의 41.4%보다 많았으

며,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의사 수는 3~4명이

44.8%로 가장 많았고, 5명 이상이 31.0%, 1~3명

24.2%의 순이었다<표 3>.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치과위생사의 수는 21~30명이 29.5%로 가장 많

았고, 11~20명 21.6%의 순이었다. 근무하는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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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

연령＃ 24세 이하

25~30세

31세 이상

77

140

62

27.6

50.2

22.2

결혼상태 기혼

미혼

51

229

18.2

81.8

학력 전문 학 졸업

4년제 학교 졸업

학원 졸업

214

55

11

76.4

19.6

3.9

계 280 100.0

＃무응답 제외

표 3. 조사대상 치과위생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

근무 의료기관 유형
치과병원

치과의원

116

164

41.4

58.6

근무 의사 수＃ 1~2명

3~4명

5명 이상

60

111

77

24.2

44.8

31.0

근무 치과위생사 수＃

1~5명

6~10명

11~20명

21~30명

31명 이상

42

58

52

71

18

17.4

24.1

21.6

29.5

7.5

1일 평균 환자 수＃ 29명 이하

30~49명

50~99명

100명 이상

25

73

121

56

9.1

15.6

29.8

25.1

월차 여부 있음

없음

174

106

62.1

37.9

계 280 100.0

＃무응답 제외



병의원에 월차휴가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2.1%였으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0명 이상 100

명 미만이 29.8%로 가장 많았고, 100명 이상

25.1%, 30~49명 15.6% 등의 순이었다.

3.3. 조사 상 치과위생사의 근무관련 특성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치과위생

사의총근무경력은 1년 이상~4년 미만이 32.3%,

4~7년 미만 31.9%, 1년 미만 19.4% 등의 순이었

고, 현 근무지에서의 근무경력은 1~4년 미만이

42.3%로 가장많았다. 월 급여는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 42.3%로 가장많았고, 150~199

만 원 36.6%, 200만 원 이상 16.1%의 순이었다.

현재 맡고 있는 주 업무는 진료협조가 6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상담 및 구강보건교육과

치석제거가각각 12.7%, 11.6%였다.

3.4. 이직 경험과 관련된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 치위생사들 중 이직 경험이

있는 사람이 51.6%로 과반수가 조금 넘었으며, 이

직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이직 횟수가 1회인 사람

이 60.4%로 가장 많았고, 2회 20.8%, 3회 이상

18.8%의 순이었다<표 5>. 이직 경험이 있는 치위

생사로 이직의 이유로는 근무조건이 32.2%로 가

장 많았고, 이어서 결혼 및 출산 10.5%, 급여조건

10.5%, 동료와의 관계 7.7%, 자아실현 7.7% 등

의 순이었으며, 재취업까지 소요기간은 1개월이

56.9%로 가장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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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사대상 치과위생사의 근무관련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

총 근무경력＃ 1년 미만

1~4년 미만

4~7년 미만

7년 이상

54

90

89

46

19.4

32.3

31.9

16.4

현 근무지 근무경력＃ 1년 미만

1~4년 미만

4~7년 미만

7년 이상

100

111

47

18

36.2

40.2

17.0

6.5

월 급여＃ 100만 원 미만

100~149만 원

150~199만 원

200만 원 이상

14

118

102

45

5.0

42.3

36.6

16.1

주 업무＃ 진료협조

상담 및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진료와 관련된 행정

접수 및 진료비 수납

보험청구

기타

172

35

32

19

14

1

2

62.5

12.7

11.6

6.9

5.1

0.4

0.7

계 280 100.0

＃무응답 제외



3.5. 이직 경험 특성에 따른 직무 만족도

<표 6>는 조사대상 치과위생사로 이직 경험과

관련된 특성에 따라 직무 만족도를 비교한 것으로

서 이직 경험이 없는 군의 직무 만족도가 3.43점

으로 이직 경험이 있는 군(3.36점)보다 약간 높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이직 횟수에

따른 직무 만족도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직

이유별로 보면 개인적 문제로 이직한 군의 만족도

가 3.57점으로 근무여건 때문에 이직한 군의

3.24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3), 재취

업까지의 기간별로 보면 4개월 이상인 군이 3.74

점으로다른군보다더높았다(p=0.001).

3.6. 이직 경험관련 특성에 따른 이직 의도

조사대상 치과위생사들의 이직과 관련된 특성

에 따라 이직 의도 점수를 비교해 보면 이직 경험

이 있는 군과 없는 군 간에 이직 의도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며, 이직 경험이 있는 군중에서도 이

직 횟수에 따른 직무 만족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7>. 그러나 이직 경험이 있는 군 중에

서 이직 이유가 근무여건 때문인 군의 이직 의도

점수가 2.82점으로 개인적인 문제로 이직한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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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사대상 치과위생사의 이직 경험과 관련된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

이직 경험＃ 있음

없음

144

135

51.6

48.4

소계 279 100.0

이직 횟수＃ 1회

2회

3회 이상

87

30

27

60.4

20.8

18.8

소계 144 100.0

이직 이유＃ 근무조건

결혼, 출산

급여조건

동료와의 관계

자아실현

보다 큰 기관으로 이동

학업

의사와의 관계

건강

여가선용

가사

기타

46

15

15

11

11

9

6

3

3

3

2

19

32.2

10.5

10.5

7.7

7.7

6.3

4.2

2.1

2.1

2.1

1.4

13.3

소계 143 100.0

재취업까지 기간 1개월

2~3개월

4개월 이상

82

48

14

56.9

33.3

9.7

소계 144 100.0

＃무응답 제외



2.48점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p=0.025), 재

취업까지의 기간에 따라서 보면 4개월 이상인 군

이 2.07점으로가장낮았다(p=0.007).

3.7. 관련 요인 간의 상관관계

구조적 요인, 태도와 가치관, 직무 만족도, 이직

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 만족도는

구조적 요인, 태도와 가치관을 구성하는 모든 변

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직무 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

수는 보수 공정성이었고(r=0.612) 치과위생사 직

업에 대한 인식(r=0.573), 작업환경(r=0.552), 자

기 성장성(r=0.531), 긍정적 태도(r=0.421) 등의

순이었다. 

이직 의도의 경우에도 구조적 요인 및 태도와

가치관의 구성변수들과 직무 만족도와 모두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직

무 만족도(r=-0.708)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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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조사대상 치과위생사의 이직 경험과 관련된 특성에 따른 직무 만족도

항목 구분 평균±표준편차 t/F p

이직 경험 있음

없음

3.36±0.64

3.43±0.50

-0.899 0.370

이직 횟수 1회

2회

3회 이상

3.34±0.65

3.37±0.53

3.51±0.74

0.791 0.455

이직 이유 근무 여건

개인적 문제

3.24±0.62

3.57±0.63

3.046 0.003

재취업까지 기간 1개월

2~3개월

4개월 이상

3.45±0.61

3.13±0.68

3.74±0.41

6.943 0.001

계 3.40±0.59

표 7. 조사대상 치과위생사의 이직 경험과 관련된 특성에 따른 이직 의도

항목 구분 평균±표준편차 t/F p

이직 경험
있음

없음

2.71±0.90

2.75±0.76

-0.459 0.647

이직 횟수
1회

2회

3회 이상

2.78±0.93

2.63±0.78

2.51±0.91

1.032 0.359

이직 이유
근무 여건

개인적 문제

2.82±0.86

2.48±0.91

-2.262 0.025

재취업까지 기간
1개월

2~3개월

4개월 이상

2.70±0.86

2.90±0.93

2.07±0.82

5.135 0.007

계 2.73±0.83



으며, 이어서 보수 공정성(r=-0.482), 자기 성장

성(r=-0.453),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r=-

0.392), 작업환경(r=-0.362)의 순이었다.

3.8. 직무 만족도의 향 요인

조사대상 치과위생사의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직무 만족도를 종속

변수로 하고, 연구모형에서 제시되었던 구조적 요

인 및 태도와 가치관의 구성 요인 8개 변수를 독

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직무 만족도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수 공정성(β=0.347,

p=0.000)이었고,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

(β=0.235, p=0.000), 쾌적한 작업환경(β=0.158,

p=0.003), 동료관계(β=0.150, p=0.000), 긍정적

인 태도(β=0.142, p=0.002)의 순이었다. 즉, 보

수가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동료와의 관계가 좋을수

록,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을수록, 쾌적한 작

업환경일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

들 5개 독립변수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58.0%였다.

3.9. 직무 만족도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향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 만족도가 이

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

분석을실시한결과직무만족도는이직의도에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p=0.000). 즉 직무 만

족도가낮을수록이직의도가높았으며, 이직 의도

에대한직무만족도의설명력은 49.9%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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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구조적 요인, 태도와 가치관, 직무 만족도, 이직 의도간의 상관관계 피어슨 상관계수 r(p값)

변수
업무
고충

보수
공정성

자기
성장성

작업
환경

직업
인식

동료
관계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직무
만족

이직
의사

업무

고충

1.000

(0.000)

보수

공정성

-0.231

(0.000)

1.000

자기

성장성

-0.200

(0.001)

0.559

(0.000)

1.000

작업

환경

-0.180

(0.002)

0.480

(0.000)

0.584

(0.000)

1.000

직업

인식

-0.338

(0.000)

0.358

(0.000)

0.409

(0.000)

0.500

(0.000)

1.000

동료

관계

-0.060

(0.315)

0.127

(0.034)

0.199

(0.001)

0.052

(0.390)

0.189

(0.002)

1.000

긍정적

태도

-0.145

(0.015)

0.232

(0.000)

0.234

(0.000)

0.309

(0.000)

0.422

(0.000)

0.040

(0.501)

1.000

부정적

태도

0.246

(0.000)

-0.157

(0.000)

-0.109

(0.069)

-0.202

(0.001)

-0.238

(0.000)

0.050

(0.400)

-0.401

(0.000)

1.000

직무

만족도

-0.246

(0.000)

0.612

(0.000)

0.531

(0.000)

0.552

(0.000)

0.573

(0.000)

0.264

(0.000)

0.421

(0.000)

-0.265

(0.000)

1.000

이직

의사

0.245

(0.000)

-0.482

(0.000)

-0.453

(0.000)

-0.362

(0.000)

-0.392

(0.000)

-0.157

(0.008)

-0.283

(0.000)

0.226

(0.000)

-0.708

(0.000)

1.000



3.10. 이직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

해 이직 의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구조적 요인 및

태도와 가치관의 구성 요인 8개 변수를 독립변수

로하여다중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 유의하게영

향을 미치는 변수는 보수 공정성, 자기 성장성, 직

업인식 등 3개 변수였으며, 이 3개 독립변수의 이

직 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31.7%였다.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보수 공정성(β=-0.274,

p=0.000)이었고, 이어서 자기 성장성(β=-0.199,

p=0.004),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β=-

0.132, p=0.041)의 순이었다. 즉 보수가공정하지

않다고인식할수록, 자기 성장성이낮을수록, 치과

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이 나쁠수록 이직 의사가

더큰것을알수있었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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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조사대상 치과위생사의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회귀계수(B) 표준오차(S.E) 표준회귀계수(β) t p

업무 고충

보수 공정성

자기 성장성

작업환경

직업인식

동료관계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0.003

0.269

0.051

0.100

0.202

0.141

0.108

-0.045

0.039

0.038

0.034

0.033

0.044

0.038

0.035

0.030

0.004

0.347

0.079

0.158

0.235

0.150

0.142

-0.066

0.089

7.116

1.488

2.991

4.653

3.718

3.097

-1.509

0.929

0.000

0.138

0.003

0.000

0.000

0.002

0.133

F=49.095(p=0.000),   R2=0.592,   adjusted R2=0.580

표 10. 조사대상 치과위생사의 직무 만족도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회귀계수(B) 표준오차(S.E) 표준회귀계수(β) t p

직무 만족도 -1.027 0.061 -0.708 -16.706 0.000

F=279.101(p=0.000),   R2=0.501,   adjusted R2=0.499

표 11. 조사대상 치과위생사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회귀계수(B) 표준오차(S.E) 표준회귀계수(β) t p

업무 고충

보수 공정성

자기 성장성

작업환경

직업인식

동료관계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0.084

-0.308

-0.187

0.005

-0.165

-0.077

-0.079

0.090

0.072

0.070

0.064

0.062

0.080

0.070

0.065

0.056

0.063

-0.274

-0.199

0.006

-0.132

-0.056

-0.072

0.090

1.161

-4.418

-2.936

0.089

-2.050

-1.095

-1.228

1.621

0.247

0.000

0.004

0.929

0.041

0.275

0.221

0.106

F=17.205(p=0.000),   R2=0.337,   adjusted R2=0.317



4. 총괄 및 고안

치과위생사에게 필요한 능력도 과거와 같이 단

순한 기술이나 기능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것에

서부터 예방, 교육, 대인관계 기술, 경영의 동반자

로서의 역할로 폭넓게 전환이 되는 등 치과위생사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되고 있으며, 의료기

관 간 인력확보 경쟁도 심해지고 있다18). 일반적

으로 작업량이 많거나 작업 반복성이 높을수록 또

는 역할 명료성이 낮을수록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전문직일수록 직무에 대한

집착력과 성취의욕이 높기 때문에 이에 불만족한

경우 이직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조사대상 치과위생사 중에서 이직 경험이

있는 사람이 51.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직 횟수는 1회인 경우가 60.4%로 가장 많았으

며, 이직의 이유는 근무조건이 32.2%, 급여조건

10.5%, 결혼 및 출산 10.5%, 동료와의 관계 7.7%

등의 순으로서 과반수 이상이 근무여건과 관련된

사유로 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를

보면 강17)의 연구에서는 근무조건이 이직 사유의

32.0%를 차지하였고, 송10)의 연구에서도 근무환

경조건이이직의주된사유로제시되어본연구와

유사한결과를보여주었던반면, 문 등20)의 연구에

서는 치과위생사 이직 사유로 임금관련 이유가

29.2%, 동료와의 문제 15.9%로 나타났고, 정5),

강17)의 연구에서는 치과의사와의 불편한 관계가

이직의 주된 사유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본 연

구의 조사대상 치과위생사들의 직무 만족도는 전

체적으로는 3.40점 정도로 선행 연구인 강36)의 연

구에서 조사한 2.87점보다 높았으며, 배21)의 연구

3.25점, 윤 등22)의 연구의 3.30점보다 약간 높았

으나 거의 유사하였다. 연령별로는 24세 이하인

군과 31세 이상인 군의 직무 만족도가 높았던 반

면, 25~30세인 치과위생사들의 만족도가 3.31점

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총 근무경력과

현 근무지에서의 근무경력이 모두 1년 미만인 군

과 7년 이상인군의직무만족도가높은것과도일

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처음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의만족도는기대감으로인해높았으

나 근무 환경과 맡겨진 일에 익숙해지면서 점차

만족도가 떨어졌다가 근무경력이 오래되면 다시

만족도가 상승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특히 경력자인 경우 이직을 경험하기

도 하고 현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음으

로서 신입 치과위생사보다는 직장에 대한 기대치

를 낮게 설정하는 점도 작용하리라 생각된다. 송

등23)은 치과위생사들의 직무 만족관련 요인들 중

전문적 지위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보

수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하였

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무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은 보수 공정성,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 동

료관계, 긍정적 태도, 쾌적한 작업환경 등의 순으

로 조사되었다.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

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

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며(의료기

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원

활하고 효율적인 치과진료, 예방, 그리고 교육을

담당한다3)고 규정되어있지만본조사결과에의하

면 치과위생사의 주 업무는 진료협조 62.5%, 상

담 및 구강보건교육 12.7%였다. 정5)의 연구결과

진료보조의 업무 72.7%, 구강보건교육 업무

10.8%와 비교할 때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여전히

진료협조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앞

으로 전문적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업무

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업무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는 연구4,5)와 결과가 일치한

다. 캐나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보면 임상

75%, 구강보건교육 20%, 구강보건교육 분야에서

학생교육 50%, 행정 20%, 연구와 상담 등 기타

업무 15% 등24)으로우리나라보다 업무의 법적 허

용 범위가 넓고, 미국의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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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와 감독하에 모든 시술을 시행하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도치과위생사업무를차별화하여법적으

로 업무의 확장이 필요한 실정이다25). 또한 선행

연구26)에서도‘치과위생사들의 취업수명이 비교

적 짧고 이직률 또한 높고 직업에 대한 책임의식

이 낮으며 자긍심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한 점은

앞으로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 협회나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며 국가

적지원또한필요함을시사한다.

이직 경험이 없는 군의 직무 만족도(3.43점)는

이직 경험이 있는 군(3.36점)보다 높았으나 유의

하지 않았고, 이직 횟수에 따른 직무 만족도도 유

의한 차가 없었다. 이직 이유에 따라서는 개인적

문제로 이직한 군의 만족도가 3.57점으로 근무여

건이 이직 이유인 군의 3.24점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p=0.003), 재취업까지의 기간에 따라서는 4개

월 이상이 3.74점으로 다른 군보다 높았다(p=

0.001). 이는 직업의 특성상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점과충분한휴식으로인한만족도라생각된다.

이직 의도는 치과병원이 2.75점, 치과의원이

2.71점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 이직 경험이 있는 군의 이직 의도(2.75점)가

이직 경험이없는군(2.71)보다 높았으나유의하지

는않았으며이직횟수에따른직무만족도도유의

한차가없었다. 이는 병원들의대형화로치과의원

도 다수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로 구성된 통합

의 형태로 운영되는 치과의원이 많으므로 큰 차이

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는 보수 공정성(p=0.000), 자기 성

장성(p=0.004),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

(p=0.041)의 순이었으며, 직무 만족도는 이직 의

도에 유의한 영향(p=0.000)을 미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치과위생사들은 자신의 전문적 역할에

대한 회의, 과도한 업무, 환자와의 관계, 전문지식

과기술부족및장기적인직업안정성의결여등으

로인해직무만족도가낮은것을볼수있다27).

본 연구의 제한점은 부산·경남 일부 지역에 한

정되어 조사되었으며, 근무지 또한 치과병원과 치

과의원에근무하는치과위생사들만대상으로하였

고, 이직을 한 대상자를 추적하여 조사하지 못하

였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계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구강보건에 있어서 동일한 구강보건 인력이 지속

적으로 구강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고 효과적인 일이다. 그러나 치과위생사들의 높

은 이직률은 이러한 효과적인 구강보건을 전달하

는과정에장애요인이된다28).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치과위생사의 직무 만족도

를 향상시켜 이직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업수명 연

장을 위한 근무지마다 특색 있는 근무여건이 필요

하다고사료된다.

5. 결론

부산·경남지역 치과 병의원에 재직 중인 치과

위생사 280명을 대상으로 직무 만족도 및 이직 의

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다

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1. 조사대상 치과위생사의 월 급여 수준은

100~150만 원이 42.3%로 가장 많았고, 주 업

무는 진료협조가 62.5%로 가장 많았으며,

51.6%가 이직 경험이 있었으며, 이직 사유는

근무조건때문이 32.2%로 가장많았다. 

2.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3.4점

정도로 보통이상의긍정적인수준이었으며, 직

무 만족과 유의하게 관련된 특성은 연령, 학력,

총 근무경력, 현 근무지 근무경력, 월 급여 수

준, 월차 여부, 1일 평균 환자수 등이었다. 구조

적 요인 및 태도와 가치관의 구성 변수는 보수

공정성(r=0.612),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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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r=0.573), 작업환경(r=0.552), 자기 성장성

(r=0.531), 긍정적 태도(r=0.421) 등의 순으로

직무만족도와유의한상관관계를나타내었다.

3. 전반적인 이직 의도 점수는 2.73점으로서 보통

수준보다 낮았으며, 연령, 결혼상태, 학력, 근무

경력, 현 근무지의 근무경력, 월 급여 수준, 월

차여부, 1일 평균환자수등의특성이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또한 이직 의도는 직무 만족도

(r=-0.708)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으며, 이

어서 보수 공정성(r=-0.482), 자기 성장성(r=-

0.453),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r=-

0.392), 작업환경(r=-0.362) 등의순이었다.

4. 직무 만족도의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서 보수가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

한 인식이 좋을수록, 동료와의 관계가 좋을수

록,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을수록,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도

가높았다.

5. 직무 만족도는 이직 의도에유의하게 영향을미

치며, 구조적 요인 중에서는 보수 공정성, 자기

성장성,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 등의 순

으로이직의도에유의하게영향을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치과위생사의 직무 만족도

를 향상시켜 잦은 이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전문직으로서의 적절한 보수체계의 마련과

직장에서의 성취의욕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

치의마련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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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status of job satisfaction and intent to leave the job for

dental hygienists, and those factors affecting their intent to leave, so as to prevent dental hygienists

from leaving their jobs in advance, and to strive for extending the life span of the job, contributing to

improve dental care services provided by dental hygienists.

Methods :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80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dental clinics or hospi-

tals in Busan and Gyeongnam area by using a structured and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

through mail, from February 1 to March 15, 2009, and were analyzed by using SPSS WIN 14.0 pro-

gram.

Results :

First, It was the most prevalent for the dental hygienists surveyed to be between 100 to 149 thou-

sand won in the level of monthly as 42.3%, and to be the assistance of dental examination and treat-

ment for main duty as 62.5%. Leaving job was experience by 51.6% of the subjects, with work condi-

tion as the most common reason for 32.2%.

Second, the degree of job satisfaction was 3.4 points overall in the score of 5 point Likert's scale on

the average, showing affirmative level above the average, and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certain characteristics such as age, education level, total years of work career, years of work career in

the current job, monthly salary level, whether to provide monthly paid leave, and the number of

patients treated per day. It also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ome structural factors and vari-

ables consisting attitude and value, including equity in pay(r=0.612), job perception as dental

hygienist(r=0.573), work environment(r=0.552), self growth(r=0.531), affirmative attitude(r=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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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o on. 

Third, the mean score of intent to leave was 2.73 overall and lower than the average, showing sig-

nificant relationship with some characteristics, such as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total

years of work career, years of work career in the current job, monthly salary level, whether to pro-

vide monthly paid leave, and the number of patients treated per day. Intent to leave also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job satisfaction(r=-0.708), followed by equity in pay(r=-0.482), self growth

(r=-0.453), job perception as dental hygienist(r=-0.392), work environment(r=-0.362), etc.

Forth, job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some factors including equity in pay, fol-

lowed by job perception as dental hygienist, relationship with fellow colleagues, affirmative attitude

and work environment, and so on.

Fifth, the intent to leave was significantly affected not only by job satisfaction but also by some

structural factors including equity in pay, self growth and job perception as dental hygienist.

Conclusions : The above results showed that the equity in pay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intent to leave the job as well as job satisfaction among dental hygienists, thus suggesting that

systematic measures should be provided to improve the job satisfaction to prevent economic loss

due to leaving job frequently, and to provide pertinent reward system as a profession to enhance the

motivation for accomplishment on job for dental hygie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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