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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on th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in the dental hygienis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27 dental hygienists in Chungnam.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4 question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8 questions of interpersonal stress, 12 questions of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5 questions of job satisfaction, 5 question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5 questions of turnover intention. The four variables were 
measured by Likert 7 point scal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version 18.0 for frequency analysis, t 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Sobel test was us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Results: The interpersonal stress was proportional to turnover intention and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p<0.01). The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was proportional 
to th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inversely proportional to turnover intention(p<0.01). The interpersonal stress 
had a meditating effect betwee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It also gave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Conclusions: The effective organization management system can enhance th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reduction in the dental hygie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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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의 목표달성과 함께 

대상자의 요구만족을 위하여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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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에서도 이러한 요구는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 의

료계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핵심적인 임상기술로 인식하

고, 급변하는 사회와 의료현장의 대상자 요구에 따른 의료

인들과 대상자간의 적절한 소통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 또한 의료기관의 전문 인력 간 의사소통은 공동의 

이해를 도모하고 환자치료에 가장 중요하지만 의료기관 조

직이 거대화되고 인력이 세분화된 업무를 수행할수록 의사

소통의 경로와 매개체가 복잡해져서 의사소통은 더욱 힘들

어진다2). 

치과병⋅의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치과의료 인력들 간

의 공동 이해를 도모하고 성공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데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환자에 대

한 최상의 진료에 도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에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치과의료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기 위

해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3). 

치위생 분야에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

보면, 이와 최4)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을수록 치과위생사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높아짐을 보

고하였고, 이 등5)은 환자가 인지한 치과위생사의 정보제공

적 커뮤니케이션과 친화적 커뮤니케이션의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 만족도, 재이용 의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보고하

였다. 이 등6)은 치과의료 인력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환

자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며 직장동료와 의사소통이 원활할 

때 치과보철물 재제작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와 성7)은 

치과의료인력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노력내용으로 치과위

생사 65.0%가 ‘많은 대화’임을 나타냈고 직장 내 의사소통

원활에 대한 생각이 치과의사 5점 만점에 3.5, 치과위생사 

3.7로 치과위생사가 더 원활한 의사소통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조직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는 간호사 및 타 직종8)에

서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간호학 분야의 연구에

서 조직커뮤니케이션은 직무만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

으며9-11), 조직커뮤니케이션은 간호 업무 성과와 정적인 상

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12). 또한 조직커뮤니케이션과 

조직 갈등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13), 간호사의 업

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 관계에서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이 

매개역할을 함을 보고한 바 있다14).

치과병원 조직을 구성하는 인력의 대부분은 치과위생사

이며 이들은 환자진료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러한 전문 인력의 효과적인 관리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효율성과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으나 구

성원의 이직은 양질의 인력확보가 위협을 받게 되며, 새로

운 인력의 모집, 선발, 훈련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궁극적으로 조직에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15). 결국 

이직은 조직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동료의 사기저하를 가

져와 결과적으로 조직의 목표달성에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 치과위생사들의 이직경험은 안 등16)은 

72.8%, 윤 등17)은 39.7%, 고 등18)은 51.6%를 나타냈고, 치

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직무만족, 조직

몰입, 스트레스 등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19-21)

가 진행되었다. 또한 김 등15)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

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높으며, 이직의도는 낮아짐을 보고하

기도 하였다.  

치위생 분야에서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조직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조직커뮤니

케이션 만족,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의 관련성 및 대

인관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

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치과병의원 내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이 직무

만족,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인관계 스트

레스를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그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

으며 연구모형은 아래의 <Fig. 1>과 같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비확률 편의추출법에 의하여 임의로 충남지역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만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34부를 

회수하였으며, 내용기재가 미비한 7부를 제외하고, 227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연22)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으며, 설문 내

용으로는 일반적인 정보 4문항, 조직원간의 대인관계 스트

레스 8문항,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 

4문항,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4문항, 커뮤니케이션 분위기 4

문항) 12문항, 직무만족 5문항, 조직몰입 5문항, 이직의도 5

문항 총 3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인관계 스트레스,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로 ‘전혀 아니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 까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 직

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설문도구의 

신뢰도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8문항은 Cronbach α=.822, 조

직 커뮤니케이션 만족 12문항 Cronbach α=.932,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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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model

5문항 Cronbach α=.891, 조직몰입 5문항 Cronbach α
=.916, 이직의도 5문항 Cronbach α=0.822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따른 대인관계 스트레스, 조직커뮤니

케이션 만족,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각 요인별 상관관계는 피어슨의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각 모델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은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고, 본 매개경로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Sobel-test를 통해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수는 총 227명으로 전문대졸 67.4%, 29세 

이하가 78.9%, 근속년수는 2년 미만이 42.3%, 수입은 200

만원 이하가 57.7%를 나타냈다<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스트레스,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차이

각 요인별 평균에서 직무만족이 4.62±1.05로 가장 높았

으며,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3.02±0.89로 가장 낮았다. 연령

에 따라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학력에 따라 조직커뮤니케이

션 만족도, 경력에 따라 조직몰입에서의 유의한 차이를 보

였고, 수입에 따라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Table 2>.

Components N(%)

Age
≤ 29 old years 179(78.9)
≥ 30 old years 48(21.1)

Education level
College 153(67.4)
Above university 74(32.6)

Current work career
< 2 years 96(42.3)
2-6 years 84(37.0)
> 6 years 47(20.7)

Monthly income
(Korean won)

≤ 2,000,000 won 131(57.7)
> 2,010,000 won 60(26.4)
No response 36(15.9)

Total 227(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3.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

직의도도 높아졌으며,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도 높았으며. 이직의도는 낮아졌다. 직

무만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았고, 이직의도는 낮아졌

으며,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3>.

4.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이 직무만족에 대한 경로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은 유의하게 대인관계 스트레스

를 예측하였으며(β=-0.487, p<0.001), 23.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adjR2=0.234).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유의하게 직

무만족을 예측하였고, 설명력은 29.2%를 보였다. 조직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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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Interpersonal

stress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Age ≤ 29 old years 3.03±0.90 4.12±1.03 4.56±0.98 3.99±1.03 3.83±1.18
≥ 30 old years 2.93±0.88 4.40±1.32 4.85±1.28 4.89±1.23 3.23±1.33
p-value* 0.480 0.117 0.092 <0.001 0.003

Education 
level

College 3.05±082 4.01±0.98 4.49±0.92 4.09±1.06 3.81±1.17
More than university 2.95±1.04 4.54±1.22 4.88±1.27 4.36±1.26 3.49±1.35
p-value* 0.478 0.001 0.009 0.095 0.066

Current 
work career

< 2 years 3,04±0.83 4.07±0.98 4.57±0.99 3.91±0.97 3.75±1.15
2-6 years 3.02±0.88 4.20±1.11 4.70±1.04 4.22±1.18 3.80±1.35
> 6 years 2.97±1.05 4.33±1.29 4.57±1.21 4.64±1.22 3.45±1.20
p-value* 0.921 0.401 0.681 0.001 0.257

Monthly
income
(Korean won)

≤ 2,000,000 won 3.13±0.83 3.99±0.95 4.48±0.87 3.92±0.96 3.96±1.15
> 2,010,000 won 3.07±0.91 4.21±1.22 4.57±1.22 4.60±1.25 3.36±1.14
p-value* 0.632 0.185 0.571 <0.001 0.001

Total 3.02±0.89 4.17±1.10 4.62±1.05 4.18±1.13 3.71±1.24
*p-value was by t-test or one way ANOVA.

Table 2. Differences between interpersonal stress,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M±SD)

Interpersonal
stress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Interpersonal stress 1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0.487** 1

Job satisfaction -0.543** 0.583** 1
Organizational commitment -0.451** 0.622** 0.528** 1
Turnover intention 0.444** -0.521** -0.467** -0.677** 1
**p<0.01, p was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3. Correlation among each variables

니케이션 만족은 유의하게 직무만족을 예측하였으며, 설명

력은 33.7%로 매개가 존재하기 위한 세 가지의 필요조건

(각 변인간의 유의한 단순회귀계수)이 충족되었다.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추가하였을 때,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의 직무만족에 대한 설명력은 42.6%로 3단계에 비해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또한, 3단계

에 비해 4단계의 회귀계수가 감소하였고, 4단계 분석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직무만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

하였다. 이러한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sobel-test

결과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이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매개로 

직무만족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6.297, p<0.05)<Table 4>. 

5.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조직몰입에 대한 경로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은 유의하게 대인관계 스트레스

를 예측하였으며(β=-0.487, p<0.001), 23.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adjR2=0.234).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유의하게 조

직몰입을 예측하였고, 설명력은 20.0%이었다. 조직커뮤니

케이션 만족은 유의하게 조직몰입을 예측하였으며, 설명력

은 38.4%이었다. 이로써 매개가 존재하기 위한 세 가지의 

필요조건(각 변인간의 유의한 단순회귀계수)이 충족되었다.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추가하였을 때,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의 조직몰입에 대한 설명력은 41.2%로 3단계에 비해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이다. 또한, 3단계에 비

해 4단계의 회귀계수가 감소하였고, 4단계 분석에서 대인관

계 스트레스는 조직몰입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

다. 이러한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sobel-test결과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이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매개로 조직

몰입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5.567, 

p<0.05)<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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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t
R2

(adjR2)
F

1step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 Interpersonal stress -0.397 0.048 -0.487 -8.353*** 0.238
(0.234)

69.775***

2step Interpersonal stress → Job satisfaction -0.641 0.066 -0.543 -9.700*** 0.295
(0.292)

94.099***

3step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 Job satisfaction 0.560 0.052 0.583 10.749*** 0.340
(0.337)

115.544***

4step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 Job satisfaction 0.398 0.055 0.415 7.173*** 0.432
(0.426)

84.632***

Interpersonal stress → Job satisfaction -0.407 0.068 -0.346 -5.982***

***p<0.001

Table 4.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stress in the correlations betwee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t
R2

(adjR2)
F

1step
Organization

 communication
 satisfaction

→ Interpersonal stress -0.397 0.048 -0.487 -8.353***  0.238
(0.234)

69.775***

2step Interpersonal stress → Organizational 
commitment

-0.572 0.076 -0.451 -7.577*** 0.203
(0.200)

57.415***

3step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 Organizational 
commitment

0.643 0.054 0.622 11.897*** 0.387
(0.384)

141.529***

4step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 Organizational 
commitment

0.544 0.061 0.526 8.985***

0.417
(0.412)

79.678***

Interpersonal stress → Organizational 
commitment

-0.250 0.074 -0.197 -3.363**

**p<0.01, ***p<0.001

Table 5.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stress in the correlations betwee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6.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대한 경로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직무만족은 유의하게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예측하였으

며(β=-0.543, p<0.001), 29.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adjR2 

=0.292).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유의하게 이직의도를 예측하

였고, 설명력은 19.3%이었다. 직무만족은 유의하게 이직의

도를 예측하였으며, 설명력은 21.5%이었다. 이로써 매개가 

존재하기 위한 세 가지의 필요조건(각 변인간의 유의한 단

순회귀계수)이 충족되었다.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추가하였을 때, 직무만족의 이직의

도에 대한 설명력은 26.3%로 3단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3단계에 비해 4단계의 회귀계수

의 절댓값이 감소하였고, 4단계 분석에서 대인관계 스트레

스는 이직의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sobel-test결과 직무만족이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매개로 이직의도에 미치는 경로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5.895, p<0.05)<Table 6>.

7.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대한 경로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조직몰입은 유의하게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예측하였으

며(β=-0.451, p<0.001), 20.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adjR2 

=0.200).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유의하게 이직의도를 예측하

였고, 설명력은 19.3%였다. 조직몰입은 유의하게 이직의도

를 예측하였으며, 설명력은 45.6%였다. 이로써 매개가 존재

하기 위한 세 가지의 필요조건(유의한 단순회귀계수)이 충

족되었다.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추가하였을 때, 조직몰입의 이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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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t
R2

(adjR2)
F

1step Job satisfaction → Interpersonal stress -0.460 0.047 -0.543 -9.700*** 0.295
(0.292)

94.099***

2step Interpersonal stress → Turnover intention 0.613 0.083 0.444 7.430*** 0.197
(0.193)

55.206***

3step Job satisfaction → Turnover intention -0.548 0.069 -0.467 -7.932*** 0.219
(0.215)

62.924***

4step Job satisfaction → Turnover intention -0.376 0.080 -0.321 -4.723*** 0.270
(0.263)

41.371***

Interpersonal stress → Turnover intention 0.372 0.094 0.269 3.963***

***p<0.001

Table 6.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stress in the correlations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t
R2

(adjR2)
F

1step Organizational 
commitment

→ Interpersonal stress -0.355 0.047 -0.451 -7.577*** 0.203
(0.200)

57.415***

2step Interpersonal stress → Turnover intention 0.613 0.083 0.444 7.430*** 0.197
(0.193)

55.206***

3step Organizational 
commitment

→ Turnover intention -0.738 0.053 -0.677 -13.810*** 0.459
(0.456)

190.727***

4step Organizational 
commitment

→ Turnover intention -0.652 0.059 -0.599 -11.127*** 0.483
(0.478)

104.570***

Interpersonal stress → Turnover intention 0.240 0.074 0.174 3.229**

**p<0.01, ***p<0.001

Table 7.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stress in the correlations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도에 대한 설명력은 47.8%로 3단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3단계에 비해 4단계의 회귀계수

의 절댓값이 감소하였고, 4단계 분석에서 대인관계 스트레

스는 이직의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sobel-test결과 조직몰입이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매개로 이직의도에 미치는 경로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5.281, p<0.05)<Table 7>.

총괄 및 고안

원활한 의사소통은 구성원 상호간의 간격을 해소하고 그

들의 활동을 조정 내지 통합시켜주므로 집단의 응집력을 강

화시켜 근무의식, 사기, 협동심과 조직의 효율성도 향상된

다.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은 조직 활동에 필요한 정보가 교

환되게 함으로써 문제해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2). 조직커뮤니케이션은 조직 및 개인의 목적 달

성을 위해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현대 사회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

과 조직유효성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효율적

인 조직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은 7점 만점에 

4.17±1.1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이1)의 연구결과인 3.17(5점 만점), 정 등13)의 3.18(5점 만

점), 한과 이11)의 결과인 3.19, 김 등10)의 3.14와 비슷한 중

간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 내 구성원간

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한 창구의 개설 등 문제해결을 위

한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도 조사내용은 상사와

의 커뮤니케이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분위

기 각 4문항씩 총 12문항인 반면, 타 연구에서 조사된 내용

은 조직전망, 조직 통합성, 개인 피드백, 상급자와의 커뮤니

케이션, 미디어의 질,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조직 풍토 항목 

각 3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의 차이가 있기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치위생 분야

에서 조직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가 진행된 바 없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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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비교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항

목을 보완하여 지속적인 조직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가 필

요하리라 생각된다. 

각 요인은 7점 만점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평균 

3.02±0.89, 직무만족 4.62±1.05, 조직몰입 4.18±1.13, 이직

의도 3.71±1.24를 나타냈다.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이직의도

는 보통수준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인관계 스트

레스는 직무스트레스의 한 요인에 해당되며 정과 송21)의 연

구에서는 대인관계는 5점 만점에 3.25로 본 연구결과가 더 

낮았으며, 홍 등23)의 연구에서 관계갈등 38.28(100점 만점)

과는 유사하였다. 직무만족은 윤 등17)의 연구 5점 만점에 

3.30, 이직의도는 3.23으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정과 

송21)의 연구결과 직무만족 2.99보다는 높았다. 일반적 특성

에 따른 각 요인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30세 이상이 조직몰

입이 높았으며(p<0.001), 이직의도는 29세 이하가 30세 이

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3). 4년제 이상의 졸업 

치과위생사가 3년제 졸업자보다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

(p=0.001)과 직무만족도가 높았다(p=0.009). 현 근무지에서

의 경력이 많을수록 급여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았으며

(p≤0.001), 급여가 적을수록 이직의도는 높았다(p=0.001).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치과 조직의 규모와 같은 

변수의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에 영향력 등을 확인할 필요

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조직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 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

입, 이직의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으며, 이직의도(r=-0.521, p<0.01)는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과 직무만족간의 양의 

상관관계(r=0.583, p<0.01)가 나타난 결과는 간호사 대상으

로 실시한 김 등10)의 연구, 한과 이11)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에 치과위생사들의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직무

만족과 이직의도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0.467, 

p<0.01), 이는 김 등15)의 연구, 고 등18)의 연구, 최 등19)의 

연구에서도 직무만족과 이직의도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

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직무만족은 본 연구에서 21.5%의 설명력을 나타내 고 등18)

의 49.9%, 송과 김24)의 57.2%, 이 등25)의 45.7%의 결과보

다는 낮았다.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이직의도는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으며(r=0.444, p<0.01) 최 등19)의 연구와도 일치

하였다.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를 살펴

보면,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과 직무만족, 조직커뮤니케이

션 만족과 조직몰입,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조직몰입과 이직

의도와 관계에서 모두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추가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

레스 관련 연구는 다양한 측정항목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으

나 본 연구에서는 특히 대인관계 항목만을 구성하여 관련성

을 파악하였다. 결국 대인관계 스트레스도 강도가 높아지면 

직업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한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

으며, 표본이 주로 저 연령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치과위생

사 전체에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련 연구가 미흡하기에 본 연구는 의미

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

에 관련된 다양한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연구는 물론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의 세부요인별 관리방법 및 대인관

계 스트레스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결 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 직무만

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의 관련성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를 마련하고자 시행하였다.  

1. 치과위생사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3.02±0.89, 조직커

뮤니케이션 만족 4.17±1.10, 직무만족 4.62±1.05, 조

직몰입 4.18±1.13, 이직의도 3.71±1.24였다. 

2.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과 직무만족은 학력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조직몰입은 연령, 근속

년수, 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p≤
0.001), 이직의도는 연령과 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p<0.01). 

3.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조직커뮤니케이션 만

족, 직무만족, 조직몰입은 낮았으며 이직의도는 높았

다(p<0.01).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 조직몰입은 높았으며 이직의도는 낮았다

(p<0.01). 또한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

았으며 이직의도는 낮았다(p<0.01). 조직몰입이 높을

수록 이직의도는 낮았다(p<0.01). 

4.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과 직무

만족,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과 조직몰입,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도 모두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치과위생사들의 직무만족과 조익몰

입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 조직커뮤니케이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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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은 물론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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