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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proposes a hypothetical model for job stres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through social exchange relations (LMX, TMX) and political 
skills (LPS) for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dental clinics hygienists. Methods: A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from April 1 to May 12, 2020, with 171 dental clinic hygienists 
participating in Seoul, Busan and Gyeongnam.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AMOS 
statistical analysis programs. Results: First, in the hypotheses testing, a total of 7 of 18 hypotheses 
were supported. Second, the relatonship between leader-member exchange (LMX) or team-member 
exchange (TMX) and turnover intention, a full mediating effect of job stress or job satisfaction or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that exchange was found. However, the leader’s political skills on 
the path to turnover intention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s: It is considered that 
education to enhance job skills, support for leisure activities, and time to communicate opinions 
with each other should be provided to create an organizational culture that satisfies all members, 
thereby lowering the intention to turn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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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의료 수요 증가와 더불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질적으로 우수한 

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어[1], 치과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치과 의원은 환자 만족도와 재이용 의사를 
높여 기존 환자 유지와 신규 환자 확보를 위한 치과 의료 마케팅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2,3].

치과 의원에서 핵심인력인 치과위생사는 팀원과 협업이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환자를 직접 상대해야 하
는 직무 특성으로 직무 스트레스나 직무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4]. 개인의 업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인 직무만족과 조직이 제시하는 목표와 가
치를 수용하여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인 동시에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으려는 욕구인 조직몰입은 
직무 스트레스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그로 인해 조직 구성원이 그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인 이직의도
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5-7].

그 근거로 선행연구인 신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지[8]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한과 조[4]의 
연구를 살펴보면 치과위생사의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
였고,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 직무 스트레스, 피로를 감소시키고,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직의도와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고,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리더와 구성원 간
의 관계, 팀 구성원 간의 관계,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를 알아보는 리더-구
성원 간 교환관계는 리더와 구성원의 정서적 유대감, 리더에 대한 구성원의 충성, 리더와 조직을 위한 공헌, 리
더에 대한 전문성 존경으로 나누어져 그 관계를 측정하는 것으로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가 높은 조직일수
록 리더와 구성원의 대화가 활발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직무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9,10].

팀-구성원 교환관계는 정서적 친밀감은 팀의 구성원 간 직무와 직접적인 가치보다 서로의 인간적 매력에 
기초하며 상호 유대감을 가지는 것인 정서적 친밀감, 팀 구성원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일
체감인 공동체 의식, 팀 구성원 간에 믿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와 행동인 신
뢰와 존중은 팀 내 수평적 교환관계를 평가하여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개인 성과
와 팀 성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11,12].

또한, 리더의 역할인 리더의 정치적 기술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이해력을 바탕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인 사회적 통찰력,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며 상황에 맞
게 행동을 적절히 조정하는 설득력 있는 스타일인 대인관계 영향력, 외형적 진실성은 성실과 정직함의 수준
이 높거나 진실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외형적 진실성, 마지막으로 다양한 동료 네트워크 관계를 구축하고 개
발할 수 있는 능력인 인맥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13,14].

치과위생사의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와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를 한 노 등[15]의 연구가 있긴 하지
만,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교환관계인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와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를 동시에 측정하고 
리더의 정치적 기술,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 관계를 전체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 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교환관계인 리더-구성원 간 교
환관계와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의 수준을 동시에 측정하고, 리더의 정치적 기술을 측정하여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최종 이직의도로 가는 경로에 대한 인
과관계의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들 변수의 매개 효과 검증하고 사회적 교환관계나 리더의 정치적 기술
이 팀과 개인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본 연구를 바탕으로 치과 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
생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이직 예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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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치과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교환관계, 리더의 정치적 기

술,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의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여 각 요인들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구조 모형 분석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부산·경남 지역의 30개 치과 의원에 연락하여 동의를 

구한 후 직접 방문이 가능한 치과 의원은 설문지를 직접 배분하고, 방문이 어려운 치과 의원은 설문지 URL 링
크를 문자로 전송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방문 시 대면으로 설명을 하였고, URL 링크 전송 시 전화로 설명을 
진행하였다. 이에 동의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 총 200부를 배부하여 미회수 및 중복응
답이나 설문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29부를 제외한 171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관측 변수 한 개당 최소 15명이 필요하다고 한 기준[16]에 근거하여 산출하였으며,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에서는 일반적으로 200명이 가장 적당한 표본의 크기라고 하였으므로[17] 총 200부의 설
문지를 연구 대상자에게 배부하였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00대학교 기관생명윤리 위원
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승인번호 DIRB-20201- HR-E-01, 2020. 3. 24) 연구를 시행하였다.

3. 연구도구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6문항, 사회적 교환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 12문항, 팀-구성

원 간 교환관계 15문항, 리더의 정치적 기술 15문항, 조직몰입 10문항, 직무만족도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교환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의 측정도구는 Dienesch과 Liden[18]이 개발

한 도구를 토대로 김과 김[19] , 석과 한[20]이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하위 영역의 전문성 존경, 충
성, 정서적 유대감, 공헌을 중심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27이
었다.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의 측정도구는 Nielsen 등[21]이 개발한 도구를 토대로 강과 송[11]이 수정, 보완
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하위 영역의 정서적 친밀감, 공동체 의식, 신뢰 및 존중을 중심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17이었다.

리더의 정치적 기술의 측정도구는 Bedi와 Skowronski[22]가 개발한 도구를 토대로 강과 김[23]이 수정, 보
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하위 영역의 인맥관리능력, 대인관계 영향력, 사회적 통찰력, 외형적 진실성을 중
심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 ch's α=0.955이었다.

직무 스트레스의 측정도구는 장 등[24]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한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단축형(KOSS-SF)’을 기반으로 일부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하위 영역인 직무 요구도, 직무 자율성,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성, 조직 관리체계, 내적 동기, 직장문화를 중심
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771이었다.

직무만족의 측정도구는 직무만족 척도 중 가장 유용한 척도로 산업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Smith 등[25]에 의해 개발된 JDI(Job Descriptive Index)를 기반으로 일부 수정, 보완한 양 등[26]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하위 영역인 직무, 보수, 승진, 기관을 중심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0.91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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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의 측정도구는 Mowday 등[6]이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한 김과 한[27]이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총 10문항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37이었다.

이직의도의 측정도구는 Mobley[28]가 개발한 도구로 문과 한[29]이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총 
5문항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82이었다.

도구 측정 시 직무 스트레스는 각 문항별 응답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의 Likert Scale로 측정하였고, 전체 100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으며, 문항 중 역 환산이 필요한 문
항은 측정 시 역 환산 처리 후 평가하였다. 나머지 측정도구는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각 문항은 5점 척도의 Likert Scale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측
정도구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4. 분석방법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0(IBM Co., Armonk, NY, USA)와 IBM SPSS AMOS 20.0(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로 분석하
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가설적 모형
의 적합성 검증은 절대 적합 지수인 χ2통계량, χ2/df, GFI, RMR, RMSEA와 증분 적합 지수인 AGFI, NFI, TLI, 
CFI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외생변수들이 내생변수에 미치는 매개효과(직접 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분석
을 시행하였으며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은 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응답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이 26-30세가 64명(37.4%)으로 가장 많았고, 25세 이하가 60명

(35.1%)이었고, 결혼 상태는 미혼이 126명(73.7%)이었다.  최종학력은 전문대학 졸업이 113명(66.1%), 4년제 
졸업이 40명(23.4%)이었고, 치과 근무경력은 3년 이하가 57명(33.3 %)이었고, 4-6년이 43명(25.1%)이었다. 현
재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 근무경력은 3년 이하가 100명(58.5%), 이직 경험은 없다가 93명(54.4%), 급여수준(
연봉)은 2,000-2,500만원 미만이 58명(33.9%), 2,500-3,000만원 미만과 3,000-4,000만원 미만이 동일하게 47명 
(27.5 %)이었다<Table 1>. 

2. 연구 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
본 연구 대상자의 5점 척도로 구성된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의 평균 3.49점,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의 평

균 3.86점, 리더의 정치적 기술의 평균 3.47점이었다. 4점 척도로 구성된 직무 스트레스의 평균 2.85점이었고, 
5점 척도로 구성된 직무만족의 평균 3.13점, 조직몰입의 평균 3.28점, 이직의도의 평균 2.94점이었다.

기준에 의하면 적용된 모든 변수들은 왜도와 첨도가 모두 2보다 작아 정규 분포의 가정을 충족하고 있으며, 
주요 변수들의 일변량 정규성이 충족되고 있어 다변량 정규성 역시 충족하고 있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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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Age (yrs) ≤25 60(35.1)

26-30 64(37.4)
31≤ 47(27.5)

Marital status Single 126(73.7)
Married 45(26.3)

Education College 113(66.1)
University 40(23.4)
Graduate school 18(10.5)

Present work duration (yrs) ≤3 100(58.5)
4≤ 71(41.5)

Experience of turnover Yes 93(54.4)
No 78(45.6)

Work duration (yrs) ≤3 57(33.3)
4-6 43(25.1)
7-9 35(20.5)
10≤ 36(21.1)

Income (10 million won/year) ＜2,000 11(  6.4)
2,000-2,500 58(33.9)
2,500-3,000＜ 47(27.5)
3,000-4,000＜ 47(27.5)
4,000≤ 8(  4.7)

Total 171(100.0)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for study variables                                                                                                 (N=171)
Variable Range Mean±SD Skewness Kurtosis
Leader-member exchange 2.00-5.00 3.49±0.66 0.24 -0.24

 Professional respect 2.00-5.00 3.88±0.71 -0.12 -0.53
 Loyalty 1.00-5.00 3.52±0.78 -0.43 0.54
 Affect 1.00-5.00 3.25±0.92 -0.23 0.07
 Contribution 1.00-5.00 3.31±0.81 -0.19 0.19

Team-member exchange 2.60-5.00 3.86±0.50 0.19 0.20
 Emotional intimacy 2.20-5.00 3.76±0.62 0.11 -0.39
 Community consciousness 2.60-5.00 3.93±0.52 0.10 -0.01
 Trust and respect 2.40-5.00 3.89±0.55 0.14 0.12

Leader political skill 1.25-5.00 3.47±0.64 -0.24 0.87
 Networking ability 1.00-5.00 3.34±0.68 -0.26 0.96
 Interpersonal influence 1.00-5.00 3.52±0.74 -0.46 0.93
 Social astuteness 1.00-5.00 3.49±0.73 -0.18 0.42
 Apparent sincerity 1.00-5.00 3.52±0.76 -0.08 0.27

Job stress 1.46-4.35 2.85±0.45 0.10 1.10
Job satisfaction 1.38-5.00 3.13±0.62 0.48 1.10

 Job 1.75-5.00 3.62±0.63 0.18 0.27
 Remuneration 1.00-5.00 2.83±0.83 0.51 0.37
 Promotion 1.00-5.00 2.90±0.84 -0.12 0.11
 Organization 1.00-5.00 3.18±0.73 0.19 0.87

Organizational commitment 1.00-5.00 3.28±0.80 -0.20 0.97
Turnover intention 1.00-5.00 2.94±0.93 -0.19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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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직의도 관련 변수들 간의 경로모형의 검증
1) 가설 경로모형의 적합도 검정
본 연구에서 가설 경로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χ2=213.719(<0.001), χ2/df=1.724, GFI=0.88, RMR=0.03, 

RMSEA=0.07, NFI=0.90, CFI=0.96, AGFI 0.84 나왔다. χ2통계량은 213.719(<0.001), AGFI 0.84로 기준에 미치
지 못하지만 χ2/df가 1.724로 권장수준인 3이하에 해당되므로 모형이 적합하였다. AGFI는 다소 기준에 미치
지 못했지만, 나머지 증분 적합 지수와 절대 적합 지수가 기준에 부합하여 적합한 가설적 모형임이 확인되었
다.

2) 가설 경로모형의 분석
모형의 경로에 대해 분석한 결과 총 18개의 경로 중 7개가 유의하였다<Table 3>. 각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무 스트레스는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 수준(β=-0.378, p<0.001),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 수준(β=-0.317, p<0.001)이 낮을수록 높았고, 설명력은 39%이었다. 직무만족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β=-0.751, p<0.001) 직무만족이 높았고, 설명력은 57%이었다.

조직몰입에 대한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 수준이 높을수록(β=0.167, p<0.01),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β=0.804, p<0.001) 조직몰입이 높았고, 설명력은 79%이었다. 이직의도에 대한 조직몰입 수준이 낮을수록
(β=-0.641, p<0.001),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β=0.202, p<0.001) 이직의도는 높았으며, 설명력은 66%이었
다<Table 4>.

Table 3. Hypothesis model path validation for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β Hypothesis test
Job stress ← LMX -0.378*** adopt
Job stress ← TMX -0.317*** adopt
Job stress ← LPS -0.081 reject
Job satisfaction ← LMX -0.022 reject
Job satisfaction ← TMX  0.069 reject
Job satisfaction ← LPS  0.021 reject
Job satisfaction ← Job stress -0.751*** adopt
Organizational commitment ← LMX  0.167** adopt
Organizational commitment ← TMX -0.040 rej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 LPS -0.073 rej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 Job satisfaction  0.804*** adopt
Organizational commitment ← Job stress -0.087 reject
Turnover intention ← LMX -0.156 reject
Turnover intention ← TMX  0.252 reject
Turnover intention ← LPS  0.131 reject
Turnover intention ← Job satisfaction  0.090 reject
Turnover intention ← Organizational commitment -0.641*** adopt
Turnover intention ← Job stress  0.202* adopt
*p<0.05, **p<0.01, ***p<0.001 
LMX: Leader-member exchange, TMX: Team-member exchange, LPS: Leader political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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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직의도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외생변수 매개효과검증
이직의도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의 외생변수들이 내생변수에 미치는 직접 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각각 분석하였고,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은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하게 직접영향을 미친 변수는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β=-0.378, p<0.001), 팀-구성

원 간 교환관계(β=-0.317, p<0.001)였으며, 직무만족에 유의하게 직접영향을 미친 변수는 직무 스트레스(β=-
0.751, p<0.001), 간접 영향을 미친 변수는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β=0.284, p<0.01),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
(β=0.239, p<0.01)였다. 조직몰입에 대한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는 직접 효과(β=0.167, p<0.01), 간접효과
(β=0.228, p<0.01), 총 효과(β=0.395, p<0.01)였고, 직무만족은 직접 효과, 총 효과(β=0.804, p<0.001)였으며,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β=0.192, p<0.01)와 직무 스트레스(β=-0.604, p<0.01)는 간접효과, 총 효과가 있었다. 이
직의도에 대한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β=-0.330, p<0.01),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β=-0.187, p<0.01), 직무만
족(β=-0.516, p<0.01)이 간접효과, 총 효과에 영향이 있었고, 조직몰입(β=-0.641, p<0.001)은 직접 효과, 총 효
과에서 영향이 있었으며, 직무 스트레스는 직접 효과(β=0.202, p<0.05), 간접효과(β=0.388, p<0.01), 총 효과
(β=0.589, p<0.01)에서 영향이 있었다<Table 5>.

Table 4. Parameter estimates of hypothetical models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Estimate

SE CR SMCRegression 
weight

Standardized 
Estimate(β)

Job stress ← LMX -0.862 -0.378 0.227   -3.796*** 0.393
Job stress ← TMX -0.971 -0.317 0.305   -3.184**

Job satisfaction ← Job stress -0.342 -0.751 0.034 -10.032*** 0.565
Organizational 
commitment

← LMX 0.327 0.167 0.109    2.993** 0.791

Organizational 
commitment

← Job satisfaction 1.518 0.804 0.127  11.935***

Turnover intention ← Organizational 
commitment

-0.630 -0.641 0.084  -7.530*** 0.664

Turnover intention ← Job stress 0.171 0.202 0.075    2.269*

*p<0.05, **p<0.01, ***p<0.001, by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LMX: Leader-member exchange, TMX: Team-member exchange, LPS: Leader political skill
by one-tailed test

Table 5.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total effect in the modified model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Job stress ← LMX -0.378*** -0.378***

Job stress ← TMX -0.317** -0.317**

Job satisfaction ← LMX  0.284**  0.284**

Job satisfaction ← TMX  0.239**  0.239**

Job satisfaction ← Job stress -0.751*** -0.751***

Organizational commitment ← LMX  0.167**  0.228**  0.395**

Organizational commitment ← TMX  0.192**  0.192**

Organizational commitment ← Job stress -0.604** -0.604**

Organizational commitment ← Job satisfaction  0.804***  0.804***

Turnover Intention ← LMX -0.330** -0.330**

Turnover intention ← TMX -0.187** -0.187**

Turnover intention ← Job stress  0.202**  0.388**  0.589**

Turnover intention ← Job satisfaction -0.516** -0.516**

Turnover intention ← Organizational commitment -0.641*** -0.641***

*p<0.05, **p<0.01, ***p<0.001, by mediation analysis 
LMX: Leader-member exchange, TMX: Team-member exchange, LPS: Leader political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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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중매개변수에 대한 간접효과 경로유의성 검증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 리더의 정치적 기술이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직무 스트레

스, 직무만족, 조직몰입의 다중 매개 경로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팬텀 변수를 설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 → 직무 스트레스 → 직

무만족 → 조직몰입 → 이직의도 경로는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β=-0.282, p<0.01)이 유의한 간접
효과가 있었다.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 → 직무 스트레스 → 직무만족 
→ 조직몰입 → 이직의도 경로는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β=-0.318, p<0.01)이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었다<Table 6>.

총괄 및 고안
치과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교환관계인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 및 팀-구성원 간 교환관

계의 수준을 동시에 측정하고, 리더의 정치적 기술을 측정하여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관계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의 설명력
은 39%, 직무만족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의 설명력은 57%, 조직몰입에 대한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 직무
만족의 설명력은 79%, 이직의도에 대한 조직몰입, 직무 스트레스의 설명력은 66%이었다. 리더-구성원 간 교
환관계,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에서 이직의도로 가는 경로 사이에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였고, 리더의 정치적 기술은 이직의도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가설적 모형을 살펴보
면 총 18개 경로 중 이직의도 모형은 7개 경로가 채택되었고, 도출된 변수 간 관계와 직무 형태의 특성에 따른 
경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내생변수인 직무 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 팀-구성원 간 교
환관계였다.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와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의 수준이 낮을수록 직무 스트레스는 높은 것
으로 확인되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Thomas과 Lankau[30]와 Harris와 
Kacmar[31]의 연구에서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가 직무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높은 
수준의 교환관계 형성은 리더와 구성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지원으로 구성원이 겪을 수 있는 업무상 불확
실성, 역할의 모호성을 감소시켜 직무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 

Table 6.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total effect in the modified model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Subordination 
variable Indirect effect1 2 3

LMX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0.206

Job stress Turnover intention -0.147
Job stres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0.282**

TMX Job stress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0.166
Job stres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0.318**

*p<0.05, **p<0.01, by phantom variable modeling
LMX: Leader-member exchange, TMX: Team-member exchange, LPS: Leader political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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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고 하였다.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와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직접적 효과를 다룬 선행연구는 없었지만, Seers 등[32]의 

연구에서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는 동료와의 아이디어, 정보, 도움, 피드백 등을 주고받으며 형성되는 수준으
로 힘든 업무 수행에 동료의 도움을 청할 수 있음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해 구성원의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
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높은 수준의 구성원 간 교환관계는 구성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낮아지
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리더와 구성원, 구
성원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져 근무 시 어려움을 공유하고 서로 도와 사회적 교환관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내생변수인 직무만족에 직무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리더의 정치적 기술은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리더의 정치적 기술은 개인 또는 조직의 목표 향상을 위해 조직에서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33], Ahearn 등[34]은 리더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를 높이고 리더의 지지와 
역량 인식, 구성원의 직무만족도, 이직의도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하지만 치과 의원은 규모가 작
아 리더의 정치적 기술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직무만족과 직무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면,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한과 조[35]의 연구는 직무 스트
레스는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직의도를 높이는 요인이며,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지
면 직무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직무만족을 높이고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가활동 지원이나 구성원 간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활동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내생변수인 조직몰입에 직접 영향을 미친 요인은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 직무만족이었고, 리더-구
성원 간 교환관계와 조직몰입을 연구한 황과 진[36]의 연구결과는 스포츠센터 지도자의 리더-구성원 간 교환
관계가 조직몰입에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 직무만족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
몰입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넷째,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 리더의 정치적 기술이 이직의도로 가는 다중 매개 
경로를 분석한 결과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 → 직무 스트레스 → 직무만족 → 조직몰입 → 이직의도 경로에
서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β=-0.282, p<0.01)과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 → 직무 스트레스 → 직무
만족 → 조직몰입 → 이직의도 경로에서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β=-0.318, p<0.01)이 유의한 간접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간호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한 강[1]의 연구에서 조직몰입이 리더-구
성원 간 교환관계에 영향이 있었고,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었으나 간접적인 효과는 있
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한과 조[4]는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 증
상이 높고 직무만족도가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간의 관련성
이 있었고, 지[8]의 연구에서 조직몰입이 낮을수록 직무 소진, 직무 스트레스, 이직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가 좋지 못할 경우 이직의도가 높아질 수 있어 사
회적 교환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치과 의원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치과 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 직
무만족, 조직몰입, 직무 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과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는 직·간접적으로 직
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고, 리더의 정치적 기술은 영향이 없었다. 
따라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이고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어 이직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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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관계(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를 높일 수 있는 치과 의원의 규모에 맞는 프로그
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서울, 부산, 경남의 일부 치과 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교환관계와 리더의 정치적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여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으며, 연구 결과의 일반
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치과 의원의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 치과위생사 뿐만 아니라 조무사 등 
다양한 형태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어 그들과의 관계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향후 후속 연구는 치과위생사 뿐만 아니라 치과 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인
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위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교환관계인 리
더-구성원 간 교환관계와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가 치과 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높은 수준의 사회적 교환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여가활동 지원, 서로의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등을 가져 모든 구성
원이 만족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이직의도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
치과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교환관계인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와 팀-구성원 간 교환관

계의 수준을 동시에 측정하고, 리더의 정치적 기술을 측정하여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에 영향이 있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경로와 영향력을 포함한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1. 직무 스트레스는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β=-0.378),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β=-0.317)에 직접적 영향이 
있었다.

2. 직무만족은 직무 스트레스(β=-0.751)에 직접적 영향이 있었고,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β=0.284), 팀-구
성원 간 교환관계(β=0.239)에 간접적 영향이 있었다.

3. 조직몰입은 직무만족(β=0.804)에서 직접적 영향이 있었고,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β =0.192), 직무 스트
레스(β=-0.604)에 간접적 영향이 있었으며,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에 직접적 영향(β=0.167), 간접적 영향
(β=0.228)이 있었다.

4. 이직의도는 조직몰입(β=-0.641)에 직접적 영향이 있었으며,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 (β=-0.330), 팀-구성
원 간 교환관계(β=-0.187), 직무만족(β=-0.516)에 간접적 영향이 있었다. 직무 스트레스에 직접적 영향
(β=0.202), 간접적 영향(β=0.388)이 있었다.

5. 다중 매개변수에 대한 간접효과 경로 유의성 검증은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와 팀-구 성원 간 교환관계 
→ 직무 스트레스 → 직무만족 → 조직몰입 → 이직의도 경로(β =-0.282, β=-0.318)에서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
었다.

즉, 치과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리더-구성원 간 교환관계,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는 직·간접적으로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고, 리더의 정치적 기술은 영향이 없었다. 
그러므로, 치과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 사회적 교환관계를 높일 수 있도
록 여가활동 지원, 교육 및 소통의 시간을 가져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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