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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a dental hygienist who has completed a bachelor’s degree of dental

hygiene science.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303 dental hygienists in the

Jeonbuk area from July 1 to August 31, 2019.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chi-square test,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18.0 program. Results: Subject’s age,

marital status, and clinical experience had significant effects on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t was found that the course completion status of bachelor’s degree was related to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Conclusions: Completing a bachelor’s degree in dental

hygiene science impacts self-goal setting and constructive thinking of self-leadership. This also influence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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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문대학은 한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한

다는 점에서 대학교육과 차별화를 갖고 있다[1].

그러나 실무를 담당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기에 2~3년의 전문대학 재학기간 동안의 교

육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였고[2], 최

근 전문대학에서는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서 역량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특성화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치과위생사의 경우 전문대학

을 졸업자가 많으며 그 전문적 역할과 직무 내용

은 점차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 

졸업자의 계속 교육을 위해 학점은행제를 시작으

로 전공심화과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3]. 전공심

화과정을 이수한 치과위생사는 일반 전문대 졸업

생과 달리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심화교육과정에 

참여한 집단이다. 다양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심

화된 실무 교육을 이수한 치과위생사는 일반 대학 

졸업자와 다른 역량을 갖고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있다.

치과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구성원들

의 자기계발을 발전시키는 것은 훌륭한 진료 스킬

만큼이나 중요하다[4]. 임상현장에서는 조직 구성

원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구성원 각자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셀프리더십이 필요하다[5]. 과

거의 리더십이 지시하고 명령하며 통제하는 행위

였다면, 셀프리더십은 본인 스스로 성취하고자 하

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에 따른 보상이나 자기비

판을 스스로 행하는 자율성을 강조한 것이다[6].

이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

력에 따라 다르며 학습이나 교육에 의해 발전될 

수 있는 역량이다[7]. 이러한 리더십의 질적 관리

를 하고 통제하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도를 증

가시킬 수 있고, 조직에 대한 더 깊은 몰입까지 야

기 시킬 수 있다[8]. 최근 치과분야에서도 셀프리

더십과 관련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치과위생사

의 셀프리더십과 조직문화 및 조직효율성과의 관

계[9], 임상치과위생사의 셀프리더십과 조직유효성 

및 업무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4], 치과위생사

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대한 조사

[8]등이 진행되었다. 셀프리더십은 현장에서 실무

와 부딪히며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학습을 통해 향

상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자기 발전

을 위해 심화과정학습을 선택한 전공심화 이수자

들에게는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 분야가 

될 수 있다. 또한 심화학습 및 고등교육이 학계 발

전과 보건의료계 종사자로서의 조직발전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이에 치위생학 

전공심화 과정 이수가 셀프리더십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의 만족 및 조직몰입과의 관련성을 파

악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학 전공심화과정을 이

수한 치과위생사의 셀프리더십을 파악하고 치과위

생사의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하여 

직무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19년 6월 17일 원광대학교 생명윤

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WKIRB-201906-SB-052).

치위생학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전북지역에 전공

심화과정이 개설된 대학에 의뢰하여 졸업생을 대

상으로 연구목적, 취지, 참여방법을 설명 후 참여 

동의한 치과위생사에게 온라인 구글 설문지를 시

행하였으며, 치위생학 전공심화 미이수자는 연구목

적 설명 후 참여 동의한 치과위생사에게 우편 및 

온라인 구글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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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북지역의 치위생학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와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2019년 7월 1일부

터 8월 31일까지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요구되는 

최소 표본 수는 G*power 3.1.3 window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5, 유의수준 0.05, 통계적 

검정력 0.95를 적용한 결과 각 집단의 최소인원이 

137명으로 산출되었으며, 설문 응답률을 고려하여 

각 230명씩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전공심화 이수자 

145(63.0%)부, 미이수자 171(74.3%)부가 회수되었으

며, 그 중 불성실, 중복 응답한 13부는 제외되어 

303부(65.9%, 이수자 143부, 미이수자 160부)가 최

종분석에 이용되었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문헌고찰을 통

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근무지, 경력 등을 조사하였으며, 전공심

화 이수동기(15문항), 셀프리더십(18문항), 조직유효

성(3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전공심화과정 이수 동기

성인학습자의 참여 동기를 위한 도구는 Yu &

Bae[3]의 도구를 치과위생사에게 맞게 수정·보완하

여 사용하였다. 하위 범주는 목표지향형, 학습지향

형, 활동지향형으로 유형화되었으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목표지향형은 직업적 성취 및 전문성 

함양을 설명하고, 학습지향형은 지적인 흥미로 구

성되었으며, 활동지향형은 사회적 관계형성 및 외

적기대 충족과 사회적 참여를 의미한다. Likert 5

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 동기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Cronbach’s alpha는 

0.860이었다. 하위영역은 0.776-0.872이었다.

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 도구는 Ku et al.[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자기기대, 목표설

정,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의 4개 하위요인으로 분

류되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기대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으로 설명되며, 목표설

정은 새롭고 구체적인 목표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

한다. 자기비판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스스로를 엄

격하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건설적 사고는 실

패를 기회로 생각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측정기준

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셀프 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측정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0.828이었고, 하위영역

은 0.625-0.846이었다.

3) 조직유효성

조직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을 측정하였다. 직무만족 측정 도구는  Kwon &

Lee[10]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용한 The index of

work satisfactions(IWS)도구를 치과위생사에게 맞

게 수정·보완하여 총 21문항을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직무만족 측정도

구의 Cronbach’s alpha는 0.923이었다. 조직몰입은 

Kim & Han[4]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

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기준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여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측정도구의 Cronbach’s alpha는 0.923

이었다.

4. 자료수집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program 18.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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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

다.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와 미이수자의 동질성 검

증을 위해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시행하였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조직유효성의 

비교는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를 하였으며, 집단 간 유의성

의 확인은 Shaffe’ test를 실시하였다. 전공심화 이

수자의 셀프리더십에 따른 조직유효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중위수를 기준으로 셀프리더십을 

분류한 후 각 집단에 따른 조직유효성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직유효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전공심화과정 

이수자(47.2%)와 미이수자(52.8%)로 구분하여 비교

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모두 여성

이었으며, 평균연령은 전공심화과정 이수자가 

27.31세(SD=4.2), 미이수자는 28.83세(SD=6.2)였다.

결혼여부는 이수자(82.5%)와 미이수자(71.2%) 모두 

미혼이 많았으며, 근무지는 치과의원(이수자

=80.4%, 미이수자=56.3%)이 가장 많았다. 이수자의 

평균 임상경력은 4.92년(SD=4.3)이었으며, 미이수자

의 평균경력은 6.51년(SD=5.6)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Variables Bachelor’s degree completion status χ² p-valueComplete Incomplete
Total 143 160

Age
  ≤24 41(28.7) 39(24.3) 0.966 0.326
  25-29 73(51.0) 58(36.3)
  30-34 23(16.1) 38(23.8)
  35≤ 6(4.2) 25(15.6)
Marital status
  Single 118(82.5) 114(71.2) 0.494 0.974
  Married 25(17.5) 46(28.8)
Place of work
  Dental clinic 115(80.4) 90(56.3) 1.945 0.584
  Dental hospital 6(4.2) 32(20.0)
  Public center 5(3.5) 17(10.6)
  Unemployed 13(9.1) 13(8.1)
  ETC 4(2.8) 8(5.0)
Job career
  1-2 51(35.7) 39(24.4) 3.455 0.178
  3-4 24(16.7) 58(36.3)
  5-9 50(35.0) 38(23.8)
  10≤ 18(12.6) 25(15.5)
Type of completed motive (Mean±SD)
  Activity-oriented 2.79±0.68
  Studies-oriented 3.69±0.89
  Goal-oriented 3.72±0.57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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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자 집단에게는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게 된 

동기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 목표지향형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학습지향형, 활동지향형 순으로 나

타났다.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집

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수자

와 미이수자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2. 대상자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조직유효성

대상자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조직유효성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ccording to subject’s characteristics (Mean±SD)

Variables N
Self-leadership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Self-
expectation

Self-
goal setting

Self-
criticism

Constructive
 thinking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ge
  ≤24 80 3.60±0.43 3.74±0.40a 3.63±0.63 3.24±0.51a 3.34±0.42 3.16±0.75
  25-29 131 3.68±0.48 3.90±0.56a 3.48±0.94 3.57±0.57b 3.14±0.69 3.15±0.69
  30-34 61 4.09±0.52 4.10±0.71b 3.30±0.95 3.80±0.41b 3.31±0.71 3.45±0.63
  35≤ 31 3.86±0.71 3.73±0.85ab 3.67±1.03 4.00±0.52b 3.40±0.66 3.89±0.55

F 2.178 5.706 0.768 7.936 1.165 1.236
p-value 0.093 0.001 0.514 <0.001 0.325 0.299

Marital status
  Single 232 3.66±0.36 3.82±0.53 3.55±0.86 3.47±0.56 3.19±0.63 3.14±0.70
  Married 71 3.91±0.57 4.14±0.68 3.25±0.87 3.79±0.52 3.46±0.58 3.50±0.56

t -2.179 -3.333 0.846 -2.585 -1.965 -2.437
p-value 0.037 0.002 0.115 0.011 0.051 0.016

Place of work
  Clinic 205 3.69±0.49 3.87±0.57 3.54±0.84 3.52±0.70 3.26±0.64 3.17±0.68
  Hospital 38 4.05±0.45 4.20±0.62 3.33±0.79 3.22±0.46 3.07±0.36 2.91±0.46
  Public center 22 3.69±0.55 3.40±0.00 2.53±1.09 3.67±0.00 3.22±0.67 3.48±0.47
  Unemployed 12 3.84±0.56 3.83±0.58 3.28±0.81 3.54±0.40 2.85±0.31 3.27±0.91
  ETC 26 4.29±0.33 4.30±0.12 4.50±0.19 3.83±0.19 4.21±0.60 3.80±0.38

F 2.226 2.002 3.460 0.807 4.053 1.294
p-value 0.069 0.098 0.010 0.523 0.004 0.275

Job career
  1-2 90 3.61±0.40 3.81±0.43 3.79±0.65a 3.29±0.56a 3.25±0.59 3.16±0.78
  3-4 82 3.76±0.53 4.02±0.50 3.67±0.74ac 3.64±0.61ac 3.11±0.82 3.17±0.64
  5-9 88 3.76±0.53 3.84±0.67 3.29±0.98bc 3.59±0.48ac 3.17±0.56 3.18±0.69
  10≤ 43 3.97±0.59 3.98±0.68 3.04±0.94bc 3.85±0.49bc 3.55±0.59 3.41±0.53

F 2.423 0.983 5.353 6.004 2.086 0.660
p-value 0.068 0.403 0.002 0.001 0.105 0.578

Bachelor’s degree completion status
  Complete 143 3.73±0.51 3.88±0.57 3.50±0.86 3.53±0.56 3.24±0.63 3.20±0.69
  Incomplete 160 3.62±0.59 3.61±0.53 3.24±0.76 3.47±0.62 3.09±0.55 3.09±0.57

t 2.510 2.788 2.718 3.738 2.470 2.518
p-value 0.013 0.006 0.007 <0.001 0.014 0.012

*by t-test or one-way ANOVAa-cThe same characters were not significant by Scheffe’s test at=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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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라 셀프리더십 하위요인인 목표설정

(p<0.01)과 건설적 사고(p<0.001)에서 차이가 나타

났으며, 조직유효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 여부에 따라서 셀프리더십의 자기기

대(p<0.05), 목표설정(p<0.01), 건설적 사고(p<0.05)

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였으며, 조직유효성의 조직

몰입(p<0.05)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근무지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는 자기비판(p<0.05)에서 

나타났으며, 조직유효성의 직무만족(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경력에 따라 셀프리더십의 

자기비판(p<0.01), 건설적 사고(p<0.01)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였고, 조직유효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전공심화과정 이수 여부에 따른 셀프리

더십의 차이는 자기기대(p<0.05), 목표설정(p<0.01),

자기비판(p<0.01), 건설적 사고(p<0.001)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조직유효성의 직무만족(p<0.05), 조직

몰입(p<0.05)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치위생학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의 셀프리더십 
수준에 따른 조직유효성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의 셀프리더십과 조직유효

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셀프리더십과 그 하위

요인을 측정점수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중위수 미

만과 중위수 이상 군으로 구분하여 조직유효성과

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셀프

<Table 3>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ccording to self-leadership level for bachelor’s degree completion status

(Mean±SD)
Variables 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Self-leadership
  < 3.70 79 2.30±0.54 2.97±0.62
  3.70 ≤ 64 3.54±0.60 3.49±0.68

t -5.755 -4.765
p-value <0.001 <0.001

Self-expectation
  < 3.70 62 2.87±0.48 2.94±0.62
  3.70 ≤ 81 3.52±0.58 3.40±0.68

t -7.118 -4.078
p-value <0.001 <0.001

Self-goal setting
  < 3.70 57 3.02±0.50 2.93±0.65
  3.70 ≤ 86 3.38±0.66 3.38±0.67

t -3.559 -3.961
p-value 0.001 <0.001

Self-criticism
  < 3.70 88 3.25±0.55 3.14±0.69
  3.70 ≤ 55 3.21±0.74 3.30±0.70

t 0.312 -1.382
p-value 0.739 0.169

Constructive thinking
  < 3.70 109 3.13±0.58 3.08±0.67
  3.70 ≤ 34 3.57±0.67 3.59±0.61

t -3.747 -3.974
p-value <0.001 <0.001

*by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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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전체 점수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셀프

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자기비판요인을 제외한 자

기기대, 목표설정, 건설적 사고의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4.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조직유효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 결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01), 모형 설명

력은 62.4%를 보였다. 조직유효성에 통계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B=0.087, p<0.05), 전

공심화과정 이수 여부(B=0.204, p<0.05)로 확인되었

다. 또한 영향력 있는 셀프리더십 하위요인은 목표

설정(B=0.260, p<0.05), 건설적 사고(B=0.262,

p<0.01)로 나타났으며, 전공심화 이수 동기 유형 

중에서는 학습지향형(B=0.149, p<0.05)이 영향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Ⅳ. 고찰

본 연구는 치위생학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와 미

이수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진행은 

치위생학 전공심화정의 이수 여부를 기준으로 분

류하여 시행하였다.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이수자 27.3세 미이수자 

28.9세였으며,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미혼의 응답

자가 많았다. 평균 임상경력은 이수자 4.9년 미이

수자 6.5년으로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아 비교적 동일한 집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만을 대상으로 심

화과정 참여 동기를 알아본 결과 목표지향형(3.72),

학습지향형(3.69), 활동지향형(2.79)으로 목표지향형 

참여 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 성인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 S.E β t p-value

(Independent variables) 1.306 0.937 1.461 0.292
Age 0.087 0.093 0.588 2.227 0.028
Job career 0.056 0.035 0.393 1.598 0.112
Marital status(married=1) 0.302 0.168 0.185 1.803 0.074
Bachelor’s degree completion status
(completed=1) 0.204 0.089 0.167 2.301 0.023
Self-leadership
  Self-expectation 0.161 0.124 0.131 1.295 0.197
  Self-goal setting 0.260 0.105 0.237 2.468 0.015
  Self-criticism 0.002 0.053 0.003 0.041 0.968
  Constructive thinking 0.262 0.088 0.237 2.976 0.003
Type of completed motive
  Activity-oriented -0.052 0.079 -0.056 -0.658 0.512
  Studies-oriented 0.149 0.069 0.214 2.156 0.033
  Goal-oriented 0.000 0.095 0.000 0.002 0.998

F
R²

 Adj R²
30.415 
 0.645
 0.624

*by enter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4 No.2 (June 2020)

- 74-

의 평생교육 학습 동기는 학습지향형이 높게 나

타났다는 Jounm et al.[11]의 연구결과와 상이하였

고, 치위생학 전공심화과정 학습자의 학습 참여 동

기를 연구한 Yu & Bae[3]의 연구와 동일하게 나타

났다. 따라서 일반 성인의 대학 평생교육 학습자와 

다르게 전공학문을 살려서 심화과정을 이수하는 

학습자의 참여 동기는 다르게 접근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목표지향형 참여 동기를 갖는 자들은 가

장 명백하게 동기가 외부에 노출되는 유형으로서 

현실적인 필요나 이익, 이해관계에 대한 충족을 요

구한다[3]. 따라서 전공심화과정 학습자는 학위취

득을 위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전문적 지

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직업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목표를 지니고 참여하는 집단

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사료된다.

셀프리더십의 자기기대 요인은 결혼유무에 따라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Ku et al.[8], Lee[12]의 연구결과

와 유사하였으며, 결혼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함

께 감정조절능력, 상대방의 이해능력을 적절하게 

받아들이는 결과로 사료된다. 셀프리더십의 하위요

인 중 목표설정은 연령에 따라 통계적 차이를 보

였으며 30대 이상 35세 미만의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20대 연령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 Lee[12]의 연구에서 40세 이상이 가장 높고 연

령이 낮아질수록 목표설정 요인이 낮아지는 결과

를 보였으며,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임상현장

에서의 전문성이 증대되고 상황에 따라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받아 본인의 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며 리더십을 더 발휘하는 것으로 사

료된다. 결혼유무에 따라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이는 가정을 꾸려나가며 삶의 목표

를 세우는 경험을 바탕으로 길러진 현상일 것이다.

셀프리더십의 자기비판은 임상경력이 적을수록 높

게 나타났다. 이는 Ku et al.[8]와 Kim & Han[4]의 

연령 및 경력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아진다

는 결과와 상이하다. 이는 비판적 사고에 대한 학

습이 고등교육에서 이루어지면서 더 나은 삶의 방

향설정을 위해 이직을 고민하거나 처우 개선을 요

구하는 근무년차가 낮은 치과위생사들의 모습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셀프리더십의 하

위요인 중 건설적 사고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 차

이를 보였으며 35세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25세 

미만이 가장 낮았다. 특히 25세 미만은 다른 연령 

집단과 통계적 차이를 나타냈다. Lee[12]의 연구에

서 40세 이상이 가장 높았고 26세이상, 30세 미만

에서 가장 낮았다. 또한 미혼자보다 기혼자의 건설

적 사고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임상경력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과 경력이 

높아지고 결혼생활을 통해 다양한 경험의 축적으

로 긍정적 사고를 발달시켜 건설적 인지능력을 증

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 것이라 사료된다[8]. 전

반적인 셀프리더십은 전공심화과정 이수여부에 따

라 이수자가 미이수자보다 높았으며 적극적으로 

자기탐색을 통해 성취의 기쁨을 추구하고자 자기

목표 설정과 건설적 사고능력 증대를 위해 끊임없

이 발전하는 유형으로 유추할 수 있다[13]. 연령에 

따른 조직유효도 분석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Kim & Han[4]의 연구에 

의하면 35세 이상이 29세 이하보다 조직몰입이 높

았으며 조직 내에서 일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때문에 목표를 세우고 성과가 쌓이며 본인의 직장

에 대한 애정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결혼유무

에 따라서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조직몰입이 높

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기혼자는 연령이 높고 조

직에서의 근속년수가 높기 때문에, 직위가 높아 작

고 잦은 업무를 하는 미혼자보다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임상경력에 따른 분석

결과 경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났으

며 이는 Ku et al.[8]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임상경력이 높을수록, 미혼보다 기혼자가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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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조직유효도는 전공심화과

정 이수자가 미이수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 학습하고 목표를 세우는 행동 

역시 조직과 직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결과

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의 셀프리더십 수준에 따른 

조직유효도를 비교한 결과, 셀프리더십 하위요인 

중 자기기대, 목표설정, 건설적 사고 수준이 높을

수록 조직유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

Han[4]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자기기대, 목표설정, 건설적사고의 셀프리더십 요

인이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Ku et al.[8]는 자기기대 수준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목표설정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자율성이 높아짐에 따

라 조직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넓어지게 

되어 직장 내에서 자신의 위치와 업무에 대한 직

무만족이 높아질 수 있다[10]. 전공심화과정을 이

수하게 된 동기 조사에서도 목표 지향적 유형이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보아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하

고 책임지며 행동하는 모습은 조직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깊은 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건설적 사고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와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치과위생사의 건설적 사고 수준이 다

른 요인에 비해 낮게 나타난 Kim & Han[4]의 결

과와 상이하다.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치과위생사

가 미이수 치과위생사나 일반 치과위생사보다 긍

정적 사고가 발달되고 인지 능력이 높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연

령(β=0.588), 전공심화과정 이수 여부(β=0.167), 셀

프리더십의 목표설정(β=0.237)과 건설적 사고(β

=0.237), 전공심화 이수 동기 유형의 학습지향형(β

=0.214)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

록, 전공심화 과정을 이수한 자일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상경력

은 조직 유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기 때문에 임상경력이 높을수록 반드시 직무

와 연관된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유효성은 삶의 한 부분인 인생의 경

험과 자신 스스로의 사고 및 행동에도 영향요인으

로서 작용된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셀프리더십

의 자기기대와 건설적 사고가 설명된다는 Kim &

Han[4]의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는 유사 항목에 

대해 함께 설명할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업무수행

과 관련된 능력을 향상시키고 긍정적 사고를 발생

시킴에 따라 조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조

직적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6]. 전공심화과정 

이수 동기 중 학습지향형은 근본적으로 알고자 하

는 욕구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참여하는 

유형이다[3]. 이는 자신에 대한 분명한 신념과 목

표를 세워 몰두하고 일상에 적용하여 교육과 학습

은 특수 활동이 아닌 매우 일상적인 일로 여기는 

특성을 갖는다[10]. 따라서 고등교육의 학습 참여 

유도는 목표 지향적으로 세워 심화학습 참여자를 

확대시키고 참여자에게는 일상에 녹아있는 상태도 

셀프리더십을 증대시키고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

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표본조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의 제한이 

있다. 추후 전국 전공심화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다

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현재 대학에서 시행하는 전

공심화과정의 보완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전공심화과정의 이

수여부는 셀프리더십과 관련이 있으며,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 유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으로는 자기기대,

목표설정, 건설적 사고 수준이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에 관련성이 높았다. 특히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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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요인으로는 목표설정과 건설적 사고의 영향

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직의도를 

조절하고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셀프리더십의 목표설정과 건설적 사고의 증대가 

필요하며 이는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 개발과 치과위생사의 셀프리

더십 강화 방안을 구축한다면 보다 한 단계 성장

한 치과위생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

겠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치

과위생사의 셀프리더십을 파악하고 치과위생사의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위생학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만을 대상

으로 심화과정 참여 동기를 알아본 결과 목표지향

형, 학습지향형, 활동지향형으로 목표지향형 참여 

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 결혼유무,

임상경력에 따라 셀프리더십과 조직유효성에 차이

가 나타났다.

둘째, 치위생학 전공심화과정을 이수여부는 셀

프리더십과 조직유효성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자기기

대, 목표설정, 건설적 사고 수준이 조직유효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전공심화과정 이수 여부, 셀프리더십의 목표

설정과 건설적 사고, 전공심화 이수 동기 유형의 

학습지향형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치위생학 전공심화과정은 셀프리더십의 

목표설정과 건설적 사고 수준에 영향을 주며, 이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으로 영향력을 확대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고로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는 대

학에서는 최신 트랜드에 맞는 치과임상실무 현장

맞춤형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우수한 

전공심화과정 졸업생을 배출한다면 치위생학 학문

의 발전과 더불어 치과임상현장에서도 이들에 대

한 처우 역시 개선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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