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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의 직장인은 하루 중 활동시간의 상당한 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직무는 생활에서 가

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직무에 대한 개인의 느낌은 직무뿐 아니라 생활 전반은 물론 신체적 질병

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1].

치과위생사는 치과 의료기관과 연구기관 등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치과

처치업무, 치과진료지원, 행정지원 등 구강건강증진에 힘쓰는 전문 직업인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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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a basic set of data on the correl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l ․ external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dental hygienist. Methods: The 

research subjects were a total 264 numbers of dental hygienists in Busan and Gyeongnam.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July 1 to August 30, 2016.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0.0. Results: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high internal satisfaction and external satisfaction in age and prime duty, and internal 

satisfaction in career. The factors affect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were sub-factors of job satisfaction, 

external satisfaction and internal satisfaction. Conclusions: The atmosphere composition must be to improve 

that in the dental clinic, the dental hygienist's scope of work, autonomy, and sense of accomplishment 

through job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dental hygienists. This should be supported by the 

effectiv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salary structure an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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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조무사, 코디네이터간의 좋은 관

계형성이나 환자와의 원만한 소통은 긍정적인 직무태도를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해 이직률과 결근율을 

감소시키므로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은 병원경영 및 의료서비스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3]. 

조직몰입이란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가지는 중요한 심리상태로 단순한 충성심을 초월해 조직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의지이다[4]. 조직몰입은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변

인 중의 하나로 직무만족과 더불어 많은 조직 연구가와 조직관리 담당자가 관심을 가져온 주제로, 구

성원의 조직에 대한 애착심과 헌신, 잔류의사정도를 보여주므로 조직의 효율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직

무행동에 대한 사전 지표로 활용된다[4]. 조직몰입 수준이 높은 구성원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추구

하고 조직에 잔류하려는 경향이 강하며[5], 스스로 조직을 위해 긍정적인 행동을 하려고 동기부여를 

하며,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근이나 이직 등의 행동을 자제한다[6]. 또한 동료와 더 원만

한 관계를 맺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조직성과에도 기여한다[7].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에 관한 연

구로 조 등[8]은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 이와 노[9]은 치과위생사의 소진과 

직무몰입과의 연구를, 김과 한[10]은 치과위생사의 감성리더십과 몰입도, 환자지향성과 직무성과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각 개인이 자신의 직업활동에서 느끼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감정적 상태와 직업활동을 통해 얻

어지거나 경험하는 요구충족의 정도를 직무만족도라고 할 수 있으며[11], 직무만족의 본질은 직무

에서 얻는 자기실현의 감정과 직무에서 얻어지는 자신의 성취감이며, 직무만족은 크게 내적만족과 

외적만족으로 나누고 내적만족에는 직무로부터의 성취감, 실제 직무수행에서의 즐거움, 직무에서 

인식하는 자유의 정도 등을 포함하고 있고, 외적만족은 재정적 수입, 적정임금, 복리후생 및 작업환

경을 포함하고 있다[12]. 직무만족의 원천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업무 그 자체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임금과 승진의 기회와 같은 외부적 요인과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를 통해 얻는 심리적 

만족 등을 들 수 있다[13]고 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로 이와 이[14]는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

로 치과위생사의 보수 및 승진, 대인관계 및 자율성, 전문성 및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이

[15]는 전문 직업성과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로 직무만족에는 보수, 자율성, 업무요구, 행정, 상호

작용, 전문적 지위, 치과의사-치과위생사의 관계 등 7개의 하위영역을 측정하였다. 윤 등[16]은 치과

위생사의 직무만족도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로 치과위생사의 전문적 지위, 근무환경, 보수, 장래성, 

업무요구량, 환자관계, 동료관계에 대한 연구였다. 이와 같이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와 관련된 연

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직무만족은 직무자체와 관련된 일의 가치, 적성, 숙련 등과 근무환경, 임금, 장래성 등 여러 요인에 

대한 의견이 내적ㆍ외적만족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직무만족도[17]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를 내적ㆍ외적만족

으로 분류하여 그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고, 내적ㆍ외적만족과 조직몰입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치과 의료기관의 제도적인 개선과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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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정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P01-201607-23-001)을 받은 후, 

2016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부산ㆍ경남지역의 치과병의원을 편의표본추출하여 치과위생사

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방식으로 작성하였다. 표본의 수는 G*PowerWin_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로 하였을 때 표본의 수는 172명으로 산출되었으며, 중도탈락의 가

능성을 고려하여(탈락률 68%) 불성실한 설문응답을 제외한 총 264부를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만족도는 박[18]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홍[19]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

을 본 연구실정에 맞게 수정�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직무만족도 하위요인으로 내적만족 13문항, 외적만

족 7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불 만족한다’ 1점에서부터 ‘매우 만족

한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홍[19]의 연구에서 사용한 직무만족

도의 내적만족 신뢰도는 Cronbach’s α=0.900, 외적만족 신뢰도는 Cronbach’s α= 0.876이었고, 본 연

구의 내적만족 신뢰도는 Cronbach’s α=0.871, 외적만족 신뢰도는 Cronbach’s α=0.863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도는 Meyer 등[20]이 개발한 3요인 조직몰입 척도를 박[22]이 번안하였고, 홍[19]의 연

구에서 사용된 것을 이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홍

[19]의 연구에서 사용한 조직몰입도 신뢰도는 Cronbach’s α=0.921로 나타났고, 본 연구의 조직몰

입도 신뢰도는 Cronbach’s α=0.900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 20.0통계프로그램(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도의 분석은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검증하였다. 

조직몰입도와 각 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분석을 하였고,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도의 관련성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α=0.05로 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5세 이하가 37.9%, 결혼여부는 미혼이 75.8%,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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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3년 졸업이 80.7%, 의료기관형태는 치과의원이 66.3%, 입사방식은 신입이 55.3%, 근무경력은 

1-3년 이하 47.0%, 직위는 평직원 73.1%, 주업무는 진료실 업무가 78.8%로 높게 조사되었다<Table 1>.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

Age (y) ≤25 100 (  37.9)

26-30 94 (  35.6)

≥31 70 (  26.5)

Marital status Single 200 (  75.8)

Married 64 (  24.2)

Academic background College 213 (  80.7)

>University 51 (  19.3)

Type of work place Dental clinic 175 (  66.3)

Over dental hospital 89 (  33.7)

Job system New employee 146 (  55.3)

Experienced man 118 (  44.7)

Career (y) 1-3 124 (  47.0)

4-10 105 (  39.8)

≥11 35 (  13.3)

Title Dental hygienists 193 (  73.1)

Team leader 71 (  26.9)

Prime duty Office work 208 (  78.8)

Claim 22 (    8.3)

Counselling room 34 (  12.9)

Total 264 (100.0)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 분석결과 연령이 25세 이하와 26-30세 

이하에 비해 31세 이상에서 내적만족이 높게 나타났고, 외적만족은 26-30세 이하 에 비해 25세 이하

와 31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1-3년 이하에 비해 4-10년 이하와 11년 이상에서 내적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주업무는 진료실업무와 수납청구업무에 비해 상담업무에서 내적만족과 외

적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과 주업무는 내적만족과 외적만족, 근무경력은 내적만족에서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집단 

별 p<0.05수준의 평균 차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은 내적만족(p<0.01)과 외적만적(p<0.01), 학력은 내적만족(p<0.001), 입사방식은 내적

만족(p<0.05), 직위은 내적만족(p<0.001)과 외적만족(p<0.05)에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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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Job satisfaction

Internal F/p* External F/p*

Age (y) ≤25 3.37±0.48a 10.630/0.001 3.02±0.62b 11.416/0.001

26-30 3.30±0.46a 2.75±0.66a

≥31 3.63±0.50b 3.24±0.70b

Marital status Single 3.36±0.46 8.306/0.004 2.91±0.66 7.87/0.005

Married 3.57±0.56 3.18±0.71

Academic

background

College 3.37±0.49 10.454/0.001 2.95±0.68 1.710/0.192

>University 3.61±0.46 3.09±0.70

Type of work place Dental clinic 3.41±0.51 0.038/0.845 2.96±0.71 0.211/0.647

Over dental hospital 3.42±0.46 3.01±0.63

Job system New employee 3.35±0.45 5.961/0.015 2.93±0.60 1.327/0.250

Experienced man 3.49±0.54 3.03±0.77

Career (y) 1-3 3.34±0.47a 3.724/0.025 2.97±0.61 1.458/0.235

4-10 3.44±0.50ab 2.93±0.73

≥11 3.59±0.52b 3.16±0.74

Title Dental hygienists 3.33±0.46 20.872/0.001 2.90±0.64 8.738/0.003

Team leader 3.63±0.51 3.18±0.75

Prime duty Office work 3.36±0.49a 7.909/0.001 2.89±0.67a 10.247/0.001

Claim 3.40±0.44a 3.05±0.56a

Counselling room 3.73±0.47b 3.44±0.67b

Total 3.41±0.49 2.98±0.68

*by t-test or one-way ANOVA.
abby post hoc Scheffe' tests means with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도 분석결과 연령에서 25세 이하와 26-30세 집단에 비

해 상대적으로 31세 이상 집단에서 조직몰입도가 높게 나타났고, 경력에서도 1-3년 집단과 4-10년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11년 이상의 집단에서 조직몰입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업무에서는 진료실

업무와 수납청구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담업무에서 조직몰입도가 높았다. 연령과 경력 그리고 

주업무는 조직몰입도에서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집단 별 p<0.05수준의 평균 차에 유의하게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p<0.01), 직위(p<0.001)에서도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Table 3>.

4. 조직몰입도와 각 변수의 상관관계

조직몰입도와 각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연령(r=0.173), 경력(r=0.167), 내적만족(r=0.606), 

외적만족(r=0.681)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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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rganization commitment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Organization commitment F/p*

Age (y) ≤25 2.84±0.55a 5.740/0.004

26-30 2.82±0.57a

≥31 3.10±0.62b

Marital status Single 2.84±0.56 8.127/0.005

Married 3.08±0.62

Academic background College 2.89±0.59 0.630/0.428

>University 2.96±0.58

Type of work place Dental clinic 2.88±0.60 0.643/0.423

Over dental hospital 2.94±0.56

Job system New employee 2.87±0.50 1.022/0.313

Experienced man 2.94±0.68

Career (y) 1-3 2.84±0.56a 4.299/0.015

4-10 2.89±0.58a

≥11 3.16±0.63b

Title Dental hygienists 2.82±0.56 14.851/0.001

Team leader 3.12±0.60

Prime duty Office work 2.83±0.56a 10.093/0.001

Claim 2.94±0.51a

Counselling 3.30±0.64b

Total 2.90±0.58

*by t-test or one-way ANOVA.
abby post hoc Scheffe' tests means with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4.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nd organization commitment

x1 x2 x3 x4 x5

x1 1

x2 0.173** 1

x3 0.167** 0.824** 1

x4 0.606** 0.219** 0.203** 1

x5 0.681** 0.106 0.066 0.757** 1

x1: Organization commitment, x2: Age, x3: career, x4: Internal satisfaction, x5: External satisfaction
**
p<0.01 by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5.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의 관련성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위계적 회귀모형 분석결과 Model 1을 살펴

보면 연령, 결혼여부, 학력, 기관형태, 입사방식, 경력, 직위, 주업무가 조직몰입도의 변량을 9.6% 설

명하고 있으며, 주업무(p<0.01)는 조직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는 Model 1에 직무만족도 하위요인인 내적만족과 외적만족을 추가로 회귀시킨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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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조직몰입도의 변량을 47.8% 설명하고 있다.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

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876으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내적만족(p<0.05)과 외적만족(p<0.001)은 조직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하위

요인으로 외적만족(p<0.001)이 조직몰입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가 내적만족(p<0.05)으로 나타났다<Table 5>. 

총괄 및 고안

조직몰입은 구성원의 긍정적인 직무태도나 행동을 유발하는 반면 부정적인 직무태도나 행동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6]. 최근 기업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직몰입

을 증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22].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 하위요인인 내적만족과 외적만족 수준을 파악하고, 조직몰

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만족도 하위요인 내적만족에는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 commitment of dental hygienists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B SE β t p
* B SE β t p

*
Toler-

ance

Constant 3.411 0.261 13.082 0.001 0.779 0.302 2.577 0.011

Age (y) -0.027 0.084 -0.036 -0.318 0.751 0.013 0.064 0.018 0.205 0.838 0.275

Marital status -0.120 0.108 -0.088 -1.109 0.268 0.015 0.083 0.011 0.182 0.855 0.552

Academic

background

0.007 0.090 0.005 0.074 0.941 0.076 0.070 0.051 1.088 0.278 0.926

Type of

work place

-0.106 0.076 -0.086 -1.392 0.165 -0.045 0.058 -0.037 -0.785 0.433 0.934

Job system 0.021 0.081 0.018 0.262 0.794 0.059 0.062 0.050 0.953 0.342 0.739

Career (y) 0.005 0.041 0.012 0.126 0.900 0.031 0.031 0.073 0.973 0.331 0.363

Title -0.188 0.112 -0.143 -1.688 0.093 -0.061 0.086 -0.046 -0.710 0.478 0.485

Prime duty -0.243 0.097 -0.170 -2.496 0.013 -0.075 0.076 -0.052 -0.988 0.324 0.735

Internal 

satisfaction

0.226 0.088 0.191 2.573 0.011 0.375

External 

satisfaction

0.430 0.063 0.501 6.828 0.001 0.382

F=3.010, R2=0.086, adjusted R2=0.058, 

p=0.01

F=23.208, R2=0.478, adjusted R2=0.458, 

p=0.001, Durbin-Watson=1.876

*by hierachical regression analysis

Marital status (1=Unmaried), Academic background (1=College), Type of work place(1=Dental clinic), Job system 

(1=New employee), Title (1=Dental hygienists) Prime duty (1=Offic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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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되는 업무량, 독립적인 일, 반복되지 않는 다양한 업무, 직업에 대한 안정성, 자율권, 인간관계, 

성취감의 의미가 포함되어있고, 외적만족에는 상사의 의사결정능력, 사내 정책시행방식, 급여수준, 

승진기회, 작업환경,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인정의 의미가 포함되어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 분석결과에서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집단 별 수준

의 평균 차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연령의 경우 31세 이상에서 내적만족이 높게 나타났고, 외적만

족은 25세 이하와 31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근무경력의 경우에도 4-10년 이하와 11년 이상에

서 내적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23]의 직무만족 하위요인 직무요구영역에서 31세 

이상이 높게 나타나 내적만족이 높았고, 근무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에서도 직무요구 11년 이상의 경

력에서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보였다. 윤 등[16]에서는 전문적 지위요인, 보수, 

업무요구량, 환자관계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내적만족과 외적만족이 높았고, 근무경력이 많을수

록 전문적 지위요인, 장래성, 환자관계에서 내적만족이 높았다. 이와 이[14]에서도 만 30세 이상에

서,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료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스트

레스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외적 및 내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극복하는 정신적 능력을 갖

추어야 하며[24] 이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역동적이어서 다양한 환경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25]. 따라서 치과위생사에게 부여되는 업무량이나 독립적인 일, 직

업에 대한 안전성과 자율권, 원활한 인간관계와 반복되지 않는 다양한 업무로 인해 느끼는 성취감은 

근무경력이 많음으로 인해 연령이 높은 치과위생사에서 내적만족이 높게 조사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상사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인식이나 사내 정책시행방식과 급여수준, 승진의 기회,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삶을 살아오면서 겪은 사회경험이나 연륜에 의하여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 할 수 있으

며, 필요한 개선사항을 관리자에게 건의 및 요구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연령이 높을수록 외적만족이 

높게 조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업무의 경우 상담업무에서 내적만족과 외적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이[23]의 연구에서도 직무만

족 하위요인 직무요구, 승진, 임금요인에서 코디나 상담업무가 높게 나타났다. 치과의료기관에서 치

과위생사의 업무는 크게 진료지원과 예방업무를 포함한 진료실 업무와 데스크에서 이루어지는 수납 

및 청구업무, 상황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치과의료기관의 규정하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

담업무로 나뉘어진다. 상담업무는 대부분 치과경험이 많은 치과위생사가 하는 업무로 원활한 인간

관계가 요구되며 환자상황에 따라 반복되지 않는 다양한 업무에 해당이 되며 상담성사에 따라 성취

감이나 상담내용에 따라 병원 내 정책시행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직무만족도의 하위요

인으로 외적만족이 조직몰입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내적만족 순으로 나

타났다 

조직몰입의 선행요인은 개인적 특성, 직무관련특성, 조직의 구조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조직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관련특성이다[26]. Glisson과 Durick[27]은 조직

몰입은 업무의 정체성, 중요성, 자율성, 기능의 다양성, 피드백의 정도와 정적 상관이 있고, 업무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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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 업무스트레스, 역할갈등, 역할모호성과는 높은 부적상관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조

직몰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외적만족과 의미가 유사하고, 김 등[28]은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이 등[29]의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권한부여 즉 역량성, 자기

결정성, 영향성, 의미성 요인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몰입도는 높았다고 하는데 이는 직무만족도 하위

요인 내적만족과 의미가 유사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에게 권한이 부여되거나 또는 권능이 부여 되었을 때 조직을 위해 헌신하고 업무의 성

과도 향상되며, 조직에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조직 환경에서도 긍정적

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30]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나아가서는 집단과 조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31].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치과의료기관 내에서 치과위생사와 다

른 직종간의 명확한 업무범위규정과 치과위생사의 주어진 업무에 대한 자율성 제공, 직업을 통한 성

취감을 느낄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에 따른 인정으로 

인한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급여체계 개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이루어진 점, 치과의료기관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 조직몰입

도의 하위요인으로 구체화하여 분석하지 못한 점이 있어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치과의료기관의 다양한 형태를 반영한 지역별 표본을 모집하고, 조직몰입도를 하위요인으

로 분류하여 직무만족도의 내적만족과 외적만족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기를 기대해 본다.

결 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 하위요인인 내적만족과 외적만족 수준을 조사하여 조직몰입

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부산. 경남지역의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총 264명을 대상으로 2016년 7

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 20.0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령이 31세 이상에서 내적만족이 높게 나타났고, 25세 이하와 31세 이상에서는 외적 만족이 높

게 나타났다.

2. 근무경력이 4년 이상에서 내적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3. 주 업무가 상담업무인 경우 내적만족과 외적만족 모두 높게 나타났다.

4.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도에는 외적만족과 내적만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치과의료기관 내에서 치과위생사와 다른 직종

간의 명확한 업무범위규정과 치과위생사의 주어진 업무에 대한 자율성 제공, 직업을 통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에 따른 인정으로 인한 효

율적인 인적관리와 급여체계 개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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