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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 향요인 연구

(서울․경기지역 치과의원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보건관리학과  강  옥  희

     지도교수  서   준

   본 연구는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유의

한 변수들을 밝혀내어 향후 치과위생사의 이직으로 인한 의원운 의 손실과 구강

진료의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인력활용 방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자 시도 되었다. 

   연구대상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등록된 치과위생사 중 서울․경기 지역의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각 지역(군, 구)별 동일 비율로 1,000을 임의 

추출하 다. 자료조사는 2004년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40일 동안 진행되었으

며, 우편설문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총 1,000부의 설문을 배포하

고, 357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35.7% 다. 

   본 연구의 도구로 사용된 설문 항목들은 기존의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연구들

에 사용하 던 설문지를 치과의원 본 연구의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재구성

하 고, 응답의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선행연구 결과를 참

조하여 구조적 변수(직무의 다양성, 직무의 모호성, 직무량, 직무갈등, 직무의 자율

성, 자기 성장성, 근무환경 위해성, 작업환경, 직업의 안정성, 보수의 공정성, 의원

장의 지원, 동료 지원)와 심리적 변수(긍정적 심성, 부정적 심성, 자아효능감), 환

경적 변수(외부취업기회), 통제 변수(교육수준, 연령, 고용형태, 소득)와 매개변수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로 분류하여 연구모형에 포함하 으며 분산분석, 상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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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 다.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SPSS Ver 11.0을 이용하 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직무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7점이고, 응답자의 특성별 직무만

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몰입도는 전체평균 3.38점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인 경우, 근속년수 및 현

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근속년수가 길수로,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직 의도는 3.10점으로 조직몰입에서와 같이 연령, 결혼여부, 근

속년수 및 현 기관에서의 근속년수 그리고 소득 등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치과의원 근무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만족에는 

긍정적 심성, 부정적 심성, 직무 자율성, 소득 등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몰입도에는 직무만족도, 보상의 공정성, 의원장 지원, 작업환경의 

쾌적성, 외부취업기회, 직업 안정성, 긍정적 심성, 직무의 다양성, 자기 성장성, 자

아효능감, 교육수준 등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에는 

조직몰입, 의원장의 지원, 외부취업기회, 직무만족도, 직무갈등, 긍정적 심성 등이 

직접적인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경로분석의 결과, 조직몰입도, 의원장의 지원, 직무만족도, 외부취업기회, 

긍정적 심성, 직무 갈등, 직무의 다양성, 직무 자율성 등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총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그리고 이직을 줄이기 위한 동기부여의 전략에 활용한다면, 그들의 사기진

작과 더불어 치과위생사의 직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여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치과위생사,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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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절 연구의 배경

   보건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건강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

한 인류의 생활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오늘의 21세기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 건강

에 대한 관심이 높고,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건강권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김종인, 1991).

   이러한 현상은 구강보건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구강건강에 대한 요구가 

급진적으로 증대되면서 수준 높은 전문화와 세분화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

구 하고 있다. 이에 치위생업무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보건 역 뿐만 아

니라 진료 역에서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구강병의 예방과 관리방법, 그리고 

관리경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의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치과위생사란 지역주민과 구강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 치과진료협조 및 경 관리를 지원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에 일익

을 담당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치과위생사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기사로 정의(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1항6호)하고 

대통령령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 32조 제 1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

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 업무를 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가 있지만 Willkins에 의하면 ‘치과위생

사란 치과의사와의 협력관계에 있는 치료사이자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구강보건

교육자, 임상 가이며, 구강질병 조절에 대해서 개인과 집단으로 하여금 최적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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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강상태를 유지․증진하도록 예방적, 교육적, 치료적 기법들을 사용하는 사람

을 의미 한다.’ 라는 주장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강부월 외 14인 공저, 2003). -  

   치과위생사에게 필요한 능력도 과거와 같이 단순한 기술이나 기능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것에서부터 예방, 교육, 대인관계기술, 경 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로 

폭넓게 전환이 되는 등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되고 있으며, 의료

기관간 인력확보경쟁도 심해지고 있다.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직 구성

원들이 환자에게 형식적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아닌 올바른 이해와 애정이 담긴 

헌신적 노력과 태도가 직무와 조직에 향을 미치고, 직무와 조직에 대한 애착심

과 책임감을 느낄 때, 진정으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강부월, 

1999).

   그러나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원에 종사하는 치

과위생사들은 단기간에 이직하는 경우가 많고, 평균 직업수명은 3년에 불과하며 

송윤신(1995)의 연구에서는 62.2%가 이직경험이, 이선미(1998)의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의 70%가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전체 산업계의 이직률인 

39%(장성일, 1997)에 비하여 높은 이직률을 보여준다. 이러한 높은 이직률은 치과

위생사의 인력활용에 많은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치과위생사 개인의 권익과 

병원의 생산성 및 기술수준의 향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과거의 연구들에서는 치과위생사들이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유 업무인 예

방처치 및 구강보건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에 의해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이 잦은 이직을 하고, 직업의 평균 수명이 매우 짧아진다고 

하 다. 그러나 세월이 변함에 따라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

다. 1997년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치과위생사의 취업률이 총 면허자의 55.1%로 증

가되어 1992년 보다 2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작업수명 

또한 1998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근무자가 전체 조사자의 

32.3%로 과거 작업수명 3년에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황윤숙 외, 

2002).

   치과위생사들이 이직을 희망하는 기관으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31.0%로 

가장 높고, 교육기관 21.5%, 대학병원, 종합병원, 타 직종, 치과병원, 치과의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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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또한 경력에 따른 이직 희망기관에 대해서는 1년 미만 경력자는 보건소, 

교육기관, 대학병원, 종합병원, 타 직종, 대학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순이었으며,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는 보건소, 교육기관, 종합병원, 대학병원, 치과병원, 치과

의원, 타 직종 순이었고, 5년 이상 9년 미만인 자는 보건소, 교육기관, 대학병원, 

타 직종, 치과병원, 종합병원, 치과의원 순이었으며, 9년 이상인 자는 교육기관, 보

건소, 타 직종, 종합병원, 치과병원, 대학병원, 치과의원 순이었다(황윤숙 외, 2002).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볼 때 보건소, 종합병원, 혹은 치과병원에 비해 치과의

원급의 치과위생사 부족현상은 치과위생사 인력의 공급부족에 기인하기 보다는 

공급된 인력의 높은 이직률과 과다한 유효치과위생사인력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 인력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치

과위생사 인력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보다는 기존의 치과위생사 인력의 이직을 줄

이고 유효 치과위생사 인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해 치과위생직의 이직성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는 것은 중

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 향을 파악하

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치과위생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및 이

직의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및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한다.



- 4 -

제 2 장  이론적 고찰

   1절 이직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1. 이직의 개념

   사람들이 조직에 들어오게 되면 한 조직 내에서 무한정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조직을 떠나게 된다. 조직은 보다 유용한 

구성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개인은 자신의 욕구를 가장 많이 충족시켜 주는 조직

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이직이 이루

어진다(임해경, 2001). 이직이란 이처럼 개인이 조직을 떠나는 고용관계의 단절, 즉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직이란 행위변수의 측정을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조직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추적 조사해야 하지만 연구진행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직의도(intent to leave)라

는 태도변수를 이직관련 요인의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예가 많다. 이는 이미 이직

한 근로자보다는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향후의 이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서 준, 1995). 

   이직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직무만족은 이직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다. 일반적으로 직무만족과 이직 또는 이직의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직한 사무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직 전의 직무 만족도와 

이직하지 않은 사무직원 집단의 직무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이직은 분명하게 직

무만족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 다(Hulin & Smith, 1965). 그러나 

직무만족이 직접적으로 이직 또는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기 보다는 한 종업원이 

직무에 대해 불만족을 가지게 되면 조직에 대한 애착이 줄어들게 되고 외부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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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회를 살펴 본 다음 이직의 비용 편익을 분석한 후 비용보다 편익이 클 경우 

실제로 이직 하게 된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병원은 여러 분야의 면허 및 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들은 타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병원에 취업하기가 용이하다(서 준, 1995). 특

히 병원의 근무자 중 의사직, 간호직, 약무직, 의료기사직 등의 의료전문직의 이직

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되어지는데, 간호직 32.0%, 의사직 29.1%, 의료기사직 

21.8% 순서로 보고하 다(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1997). 

   국내 병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직 관련 연구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박세남, 1976; 허혜경, 1982; 이현주, 1994; 서 준 외, 1997; 박은주 2001), 병

원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홍상진, 1988),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방선

애, 1987; 신명숙, 1999; 이가령, 2001), 병원의 전반적인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

구(김성아, 1993; 이기효, 1995; 1997; 김 배, 1999; 이근 , 2001) 등이 있다.

   치과위생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61.0%가 이직 경험이 있고, 이직을 경험한 

61.0%의 치과위생사 가운데 이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근무조건’이 32.0%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보다 큰 기관으로의 이동’이 20.8%로 보고 되었다. 이 연구

의 이직요인별 분석 결과 조직전체 요인의 승진 가능성과 만족도에 강한 상관관

계를 나타냈고, 승진가능성은 치과의원에 비해 종합병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작업환경 요인의 관리자 요인 즉 상사 또는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함과 소속 

집단과의 의사소통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직무내용의 역할 명

료성과 직무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현재의 근무지에서 강한 

이직의도를 보인다고 나타냈다(임해경, 2001).

   많은 연구의 결과를 보면 이직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것은 조사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의해 그리고, 연구 가

설 및 모형에 따라 다른 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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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행연구의 고찰

   1900년대 이후 이직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시행되어 왔으며, 이직과 관련된 연

구에 따르면 이직은 동료와의 상호관계, 상사의 감독방식, 직무의 자율성과 책임

량, 역할 분명성,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 등과 관련이 있으며 조직의 규모와도 상

관관계가 있다. 

   Porter와 Steers(1973)는 봉급, 승진의 기회, 동료와의 상호관계, 상사의 감독유

형, 직무의 자율성과 책임량, 역할 분명성, 연령, 근무기간, 직무만족도가 이직과 

역상관관계가 있다고 하 고, 직무만족도가 생산성 향상과 직접적인 관계는 갖지 

않더라도 직무에서 얻은 좋은 감정은 일의 능률을 올리며 결근 및 이직률을 감소

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Lawler, 1973).

   그러나 이들 연구와는 반대로 이직과 직무만족도와는 관련성이 없다(Newman, 

1974) 고 하 으며, 이직과 직무만족도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고 직무자율성, 직

무수행에 있어 이직과 역상관관계를 갖는다(Marsh, 1977)고 하 다. 

   Price(1977)는 기존의 이직관련 요인들을 종합하여 구조적(structual), 경제적

(economics), 사회심리학적(social phychological)변수 등으로 분류하고 포괄적인 이

직인과모형을 구성하 다. 그는 이 모형에서 이직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결정변

수와 상관변수 및 매개변수로 구분하 으며 결정변수들은 매개변수와 상호작용 

함으로써 인과적 편차를 낳는 것으로 생각되는 분석적 변수를 말하며 주요 결정 

변수는 구조적 변수로 보아 임금수준, 통합, 수단적․형식적 커뮤니케이션 및 집

중화 정도 등으로 설정하 다. 이 모형에서의 상관변수란 나이, 근무연한, 학력, 

기술정도, 성별 등과 같이 보통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불려지는 것으로서 이직과 

관련되는 지표들이며 매개변수는 결정변수와 이직이 관계를 조정하는 변수로서 

직무만족과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 등을 포함 시켰다.

   Mobley(1977)는 직무만족과 이직행위간의 관계는 통상적으로 유의하고 일관성

이 있으나 그 중간단계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 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하여 연결고

리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의 모형에 의하면 개인이 이직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현 직장에 대한 평가와 다른 직장에 대한 기대효용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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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그 결정과정은 일반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같이 대체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 모형의 특성은 인지적 요소를 고려한 점과 의사결정 과정

에서도 인지적 과정을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이 모형의 또 다른 특징은 이직의 

직접적인 선행요인이 이직의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직의사 결정과정의 각 

단계서 환류 고리를 설정하 다는 것이다. 만약 이직이 비용이 크고 탐색의 기대

효용이 작아지면 종업원은 현 직장을 재평가 할 것이며 이는 직무만족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이직할 생각을 낮추게 되고 결근이나 태만 등과 같은 대체적 직무

거부 행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Price의 모형과 Mobely의 모형들을 종합하여 직무의 자율성, 다양성, 공

식화 정도, 승진기회, 사회적 일체감, 공평서, 임금수준 등 직무특성의 수준이 높

으면 전반적으로 종업원이 느끼는 만족은 크고 이는 조직 몰입을 증가시키는 한

편 다른 직장을 탐색하는 행위와 이직의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이직률이 낮아진다

고 보고 하 다(Bluedom, 1980).

   조직몰입이란 조직문제와 관련된 개인과 조직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에 있어 개

발된 구성개념으로서 직무만족과 함께 조직구성원 개인이 조직과 연계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조직의 가치관, 도덕, 목표를 내면화하고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성향을 나타내고 이해하는 개념으로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조직구성원

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여러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직

몰입도에 관하여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Angle과 Peery(1981)는 조직몰입을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남아 있고 싶어 하는 

욕망의 개념인 근속몰입(commitment to stay)과 구성원이 조직에 대하여 자긍심

을 느끼고 조직의 목표를 수용하며, 조직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려는 의사를 

가진 상태인 가치몰입(value commitment)으로 분류하 다.

   Mowday(1982)는 직무성과에 대한 조직몰입, 조직과 함께 한 근무연한, 결근 

및 지각의 향을 연구하 는데 결과적으로 직무성과는 조직몰입과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그들은 직무성과에 대한 몰입이 여러 이론적 향의 하나이고, 그것

이 항상 중요한 상관관계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들은 조직몰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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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높으면 높은 수준의 직무성과와 관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무연한과 조직

몰입 변수의 연구는 변수사이의 긍정적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났고, 근무연한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몰입이 나타나는지 혹은 조직몰입은 근무연한이 증가함에 따

라 증가한다고 명확하게 지적하 고, 근무연한이 증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이직

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결근에 대해서는 혼합적인 증거가 나타

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조직몰입에서 결근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오지 못한 것은 

단순히 결근에 대한 여러 기대된 향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 다. 

   O'Reilly와 Chatman(1986)의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을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애

착심으로 규정하여, 애착심의 기본은 질적으로 다른 몇 가지 형태를 가지며, 애착

심은 조직에 대한 동일시, 가치의 내면화, 또는 순응 등에 기초를 두었다. 가치내

면화는 개인과 조직이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기초를 둔 심리상태

인 반면, 동일시 감정은 개인이 조직과 만족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즉, 소속

감에 대한 만족에 기초를 둔 심리상태를 말한다. 한편 순응은 외부적 보상에 기초

하여 태도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심리상태인데, 이러한 다른 형태의 요인들이 가지

는 중요성은 이것들이 조직 내의 종업원 태도와 행동에 각기 다른 향을 미친다

는 점이다.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이들 중 보다 바람직한 형

태의 조직몰입 요인으로 가치내면화를 들고 있다. 높은 가치내면화 수준을 소유한 

사람은 결근과 이직이 적으며, 높은 순응수준을 소유한 사람은 잦은 결근과 이직

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직몰입의 두 속성 간에 행동차이가 난다고 

주장하 다.

   2절 변수선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이직의도(intent to leave)이다. 본 연구가 이직연구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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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한다면 종속변수가 이직이어야 하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이직의도가 이직의 

직접적인 예측변수로 검증되었고(Mobley, 1977; Michaels & Spector, 1982), 이직

이란 변수의 측정을 위해서는 이직한 치과위생사를 추적 조사해야하는 연구진행

상의 어려움으로, 종속변수는 현재 치과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이직

의도로 설정하 다.

   2. 매개변수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와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이다. 선행연구에서 직무만족은 이직의 예측변수로 사용되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의 매개변수로 설정되기도 한다(Mobley 외, 1978; 

Steers & Mowday, 1981; 서 준 외, 1997). 조직몰입은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 

대애 가지는 개인적 가치관과 동기부여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긍정적인 태도를 의

미하며, 직장인의 결근율 및 이직률과 역상관관계를 갖는다(Porter 외, 1976; 

Steers, 1977; Mobley 외, 1979; Mowday 외, 1982; Mottaz, 1998). 

   3. 독립변수

   독립변수에는 환경적 변수, 심리적 변수, 구조적 변수가 있고, 독립변수들은 매

개변수와 종속변수에 직접적으로 正(+)과 負(-)의 향을 주고, 간접적으로 負(-)와 

正(+)의 향을 준다고 가정하 다.

     1) 환경적 변수

   환경적 변수는 외부취업기회(job opportunity)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경제학적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로, 노동시장의 상태가 취업가능한 직장이 많으면 이직이 높

고, 반대로 취업 가능한 직장이 적으면 이직이 낮다는 가설을 반 한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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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리적 변수

   심리적 변수로는 긍정적 심성(positive affectivity), 부정적 심성(negative affect

-vity),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등으로 선정하 다. 

   긍정적 심성과 부정적 심성은 ‘기질변수(dispositional variables)’로 불리며, 일

부 심리학자들에 의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지면 기질변수에 따라 반응의 차이가 발현되는 데, 즉 스트레스와 같

은 외부자극에 대해 긍정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보

다 덜 자극 받으며, 따라서 긍정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 직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직무만족도나 조직애착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다(Brief, 1988).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자신감을 말하고, 이것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지․사회적 행동적 기능을 통합하고 적용하

는 기제로 구체적인 장면에서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신념을 가리키며(Bandura & Albert, 1997), 자기효능감이 강한 자는 

직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꾸준한 긍정적 사고와 행동으로 보다 나은 성과를 나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 다.

     3) 구조적 변수

   구조적 변수로는 직무의 다양성(job variety), 직무의 모호성(job autonomy), 직

무량(workload), 직무의 갈등（job consistency), 직무의 자율성(job autonomy), 자

기성장성(career development), 근무환경의 위해성(job hazards), 작업환경(job 

environment), 직업의 안정성(job security), 보수의 공정성(pay), 상사지원

(supervisory support), 동료지원(coworker support), 등을 선정하 다.

   직무의 다양성은 직무의 단순성(routinization)의 반대되는 용어로, 본 연구에서

는 직무가 다양하고 지루하지 않을수록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향을 주며, 이직

의도에는 부정적인 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했다.

   직무의 일관성은 역할모호성(role ambiguity)과 통하는데 직무를 수행하는 데 



- 11 -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직무수행의 불확실성을 말하며, 

직무불만족과 상관관계가 높고, 직무위협이나 불안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 일반

적으로 역할이 명료할수록 직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직무긴장 및 이직경향과 

부(-)의 관계를 보인다(Katz & Van Maanan, 1977).

   직무갈등은 상․하간, 동료간, 부서 간, 직종 간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하는 갈등을 의미하는데 직무불만족과 불안 등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결근 

및 전직과도 연관되어 있다(Katz & Van Maanan, 1977).

   직무의 자율성은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가지는 재량권을 의미하는데 기

존문헌에서는중앙집권(centralization), 통제권(control), 참여관리(participative 

management), 권한(power) 등의 개념을 논의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Price 

& Mueller, 1981). 본 연구에서는 직무의 자율성이 크면,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이 

커진다는 가설을 설정하 다.

   자기성장성은 인적 자원 개발 중 한 요소로 조직 효율성과 종업원의 개인적 성장을 도

모하기 위하여 고안된 일련의 조직화된 학습 경험이다. 조직이 구성원들의 장기적인 경력 개

발에 관심을 가질수록 구성원들의 조직 몰입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겠다(Dessler, 1999).

   근무환경 위해성은 신체적으로 위해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정도를 말하고, 상해

의 위험이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작업환경은 의료시설 및 장비, 치과 인테리어, 편의시설의 여부로 치과위생사

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직무량은 자신에 부과된 ‘직무의 양’을 의미하며, 직무스트레스를 나타내는 변

수 중의 하나로서 직무량이 과다하면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

다.

   직업의 안정성은 직장에서의 근무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를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의 안전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나 조직

애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Hodson & Kaufman, 1982).

   본 연구에서 보수의 공정성은 ‘현금과 그 이외의 비 금전적인 혜택’을 의미하

며, 기존의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근무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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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졌다(Lawler, 1973). 따라서 보수가 많아지면 이직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

설을 설정하 다.

   상사지원은 ‘직장 내의 상사가 업무상 또는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을 의미

하는데, 직장 내의 상하관계의 원만함이 근무조건이나 임금수준 못지않게 생산성

에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된 바 있다(Roethlisberger & Dickson, 1938). 따라

서 상사의 지원이 많을수록 직장에서 이직하려는 의도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동료지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동료들이 공식․비공식적 지원 행위를 의미한

다. 작업집단 내에서 동료간의 상호작용은 관리자의 유인제도나 통제보다 더 

역동적이고 작업환경에 대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Hawthorne 

Experiment, 1924-32). 따라서 동료와의 관계는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향을 주

고, 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조직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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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이론적 변수들의 정의

 변    수            정   의

종속 변수

  1) 이직의도            기존 직장을 떠나고자 하는 의도

  2) 직무만족도          직무에 만족하고 좋아하는 정도

 3) 조직몰입도          조직과 심리적으로 동화되는 정도

환경적 변수

  4) 외부취업기회        외부에서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심리적 변수

                           

  5) 긍정적심성          매사를 적극적, 긍정적으로 보는 심성

  6) 부정적심성          매사를 소극적, 부정적으로 보는 심성

  7) 자아효능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개인 스스로의 믿음 정도

구조적 변수

  8) 직무의 다양성       직무수행의 종류와 과정의 다양한 정도

  9) 직무의 모호성       직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정도

 10) 직무 량             직무의 양이 지나친 정도

 11) 직무 갈등           요구되는 직무가 양립할 수 없거나 상충되는 정도

 12) 직무의 자율성       직무수행에 있어 재량권의 정도

 13) 자기 성장성         경력 개발 기회 혹은 지원 정도

 14) 근무환경 위해성     신체적으로 위해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정도

 15) 작업환경 쾌적성     의료시설 및 장비, 치과 인테리어, 편의시설의 여부

 16) 직업의 안정성       고용상태가 안정적인 정도

 17) 보수의 공정성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전적 보상

 18) 의원장의 지원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장과의 우호적인 관계 정도

 19) 동료의 지원          근무 부서에서의 친한 동료를 가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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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의 모형은 이직연구의 개념적 모형 중 사회학적 모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수에는 환경적 변수, 심리적 변수, 구조적 변수가 있으

며, 매개변수에는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가 있고, 종속변수는 이직의도이다. 각 

독립변수들이 매개변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는 경우와 

독립변수들이 직접적으로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는 두 가지 경우를 동시에 가정

하여 정(+)과 부(-)의 인과관계를 설정하 다<그림 1>.

   연구의 모형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연령, 성별, 

근속년수, 교육, 직종, 결혼상태 등이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인 특성요

인들인데, 이런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들은 종속변수의 변이에 직접적으로 향을 

주는 관련 변수가 아니고,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들이 인과관계 모형에 포함되더

라도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는 데는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Price & 

Mueller, 1986; 서 준 & 고종욱, 2002)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 하 다.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표 1>은 조직론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변수들로, 주된 

독립변수들의 적합성과 모형의 설명력은 국내외의 병원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다(Price & Muller, 1981; 서 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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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이직의도의 인과모형

환경적 변수              a)

외부취업기회
-

                b)

심리적 변수

긍정적 심성
+

-
부정적 심성

자아 효능감
+

구조적 변수

 

직무의 다양성
+

직무의 모호성
-

직무 량
-

직무 갈등

-
    ▼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 
이직의도

    ▲

직무의 자율성 
+

자기 성장성
+

근무환경 위해성
-

직무환경 쾌적성
+

직업 안정성
+                 b)

+

             

보수의 공정성

+
+ : 긍정적 향

의원장의 지원
- : 부정적 향

+

동료의 지원

a) 각 독립변수들은 매개변수에 정(+)은 정(+), 부(-)는 부(-)에 향을 줌

b) 각 독립변수들은 이직의도에 정(+)은 부(-), 부(-)는 정(+)에 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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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1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등록된 치과위생사 중 서울․경기 지

역의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로 선정하 고, 표본의 선출은 각 지역(군, 

구)별 동일 비율로 총 1,000명을 임의로 추출하 다. 

   자료조사는 2004년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40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우편설

문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총 1,000부의 설문을 배포하

여 이중 357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35.7% 다. 설문지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유선으로 재차 협조를 요청하 다. 

   본 연구의 도구로 사용된 설문 항목들은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연구들(서 준, 

1995; 김혜숙, 2003)에 사용하 던 설문지를 치과의원 근무 치과위생사에 맞게 수

정․보완하여 재구성하 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으로는 연령, 근무지, 결혼 

여부, 교육수준, 총 근속년수, 현 기관에서의 근속년수, 현 급여 및 희망급여, 희망

업무 등을 조사하 다.

   2절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조직론 연구에서 널리 이용되는 척도들을 사용하

여 측정되었고, 응답자들의 응답(self-report)에 기초하여 변수들을 측정하 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Likert)의 5점 등간척도로 이루어졌으며, 각 척도의 점

수는 문항들의 점수를 합산한 후 문항수로 나눈 값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든 척

도들은 최하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1점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응

답, 5점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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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별 분석항복의 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등이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3개 이상 항목의 질문으로 측정

되었으나, 신뢰도 측정을 통해 신뢰도를 낮추는 항목들은 분석에서 제외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위해 Cronbach's α 값

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 다. 변수들의 신뢰도를 Cronbach's α로 측정한 결

과 직무의 갈등만 0.58로 좀 낮게 나타났고,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0.60이상의 수

용할만한 신뢰도를 보여 주었다.

   <표 3>에서는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구

한 결과 0.8을 넘는 상관계수가 없어 본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들 간의 다

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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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척도들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변  수 항목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신뢰도

직무의 다양성 3 2.77 0.78 1 ~ 5 0.76

직무의 모호성 3 2.24 0.63 1 ~ 5 0.61

직무 량 3 3.09 0.85 1 ~ 5 0.74

직무 갈등 3 2.91 0.70 1 ~ 5 0.58

자기 성장성 3 2.38 0.80 1 ~ 5 0.88

근무환경의 위해성 3 2.32 0.60 1 ~ 5 0.82

작업환경 쾌적성 3 3.10 0.70 1 ~ 5 0.81

직업의 안정성 3 3.86 0.61 1 ~ 5 0.76

보상의 공정성 3 2.54 0.77 1 ~ 5 0.91

의원장의 지원 3 3.40 0.75 1 ~ 5 0.73

동료의 지원 3 3.81 0.78 1 ~ 5 0.82

직무 만족도 5 3.80 0.86 1 ~ 5 0.84

조직 몰입도 5 3.28 0.71 1 ~ 5 0.87

이직 의도 4 3.20 0.81 1 ~ 5 0.85

외부 취업 기회 3 2.89 0.69 1 ~ 5 0.87

자아 효능감 4 3.95 0.56 1 ~ 5 0.75

긍정적 심성 4 3.54 0.60 1 ~ 5 0.69

부정적 심성 4 2.30 0.67 1 ~ 5 0.78



- 19 -

   <표 3>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직무의 다양성    (1) 1

직무의 모호성    (2) -.210*** 1

직무 량          (3) .188
***

.157
**

1

직무 갈등        (4) -.012 .310*** .404*** 1

자기 성장성      (5) .159
**

-.277
***

-.061 -.162
**

1

근무환경의 쾌적성(6) .336*** -.235*** .041 -.079 .235*** 1

직무 자율성      (7) .280*** -.232*** -030 -.120** .343*** .130* 1

직업 안정성      (8) .096 -.287
***

-.030 -.206
***

.306
***

.152
**

.329
***

1

보상의 공정성    (9) .190*** -.312*** -.081 -.245*** .406*** .291*** .194*** .249*** 1

의원장의 지원  (10) .170
**

-.315
***

-.029 -.185
***

.323
***

.224
***

.325
***

.334
***

.352
***

1

동료의 지원    (11) -.041 .159*** .005 .042 -.007 -.072 -.016 .080 -.115* -.056 1

소득           (12) .283*** -.345*** .130* -.025 .309*** .224*** .156** .215*** .409*** .258*** -.067 1

외부취업기회   (13) -.180 .164** -.004 .098 -.201*** -.290*** -.029 -.098 -.253*** -.173** .116* -.211*** 1

자아 효능감    (14) .129* -.163** -.013 .092 -.123* .056 .176** .084 -.128* .093 -.011 .037 .145** 1

긍정적 심성    (15) .054 -.081 .024 .141
**

-.110
*

-.080 .182
**

.009 -.197
***

.104
*

.296
***

-.144
**

.169
**

.272
***

1

부정적 심성    (16) -.032 -.079 .133* .004 .104 -.002 -.104* .059 .227*** .007 -.176** .229*** -.103 -.289*** -.509*** 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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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1.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 으며, 세부적인 분

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 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조직몰입, 이직의도의 차이를 보

이기 위해 분산분석(ANOVA) 및 t-test를 실시하 다.

   셋째, 각 독립변수들과 직무만족도, 조직몰입, 이직의도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 및 회귀분석(Correlation &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넷째, 이직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들의 직접, 간접 및 총효과를 알아보기 위

하여 다 변수 통계기법인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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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1절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경기 지역의 치과의원 근무에 하는 치과위생사 357

명으로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20세 이상 25세 미만 163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25

세 이상 30세 미만 155명(43.5%), 30세 이상 38명(10.7%)으로 조사되었다. 근무지

로는 서울 지역 173명(48.5%), 경기 지역 184명(51.5%)이었다. 결혼 여부는 미혼자 

277명(77.8%)로 대부분이 아직 미혼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자는 79명(22.8%)로 조사

되었다.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320명(89.9%), 4년제 대졸 이상이 36명(10.1%)로 조

사되었고, 근속년수는 3년 미만이 137명(38.4%), 3년 이상 5년 미만이 136명

(38.1%), 5년 이상은 84명(23.5%)으로 조사되었다. 현 근무지에서의 년수는 3년 미

만이 277명(77.8%), 3년 이상 5년 미만이 48명(13.5%), 5년 이상 31명(8.7%)으로 조

사되었다. 현재 소득수준으로는 120만원 미만 75명(21.0%), 120만원 이상 140만원 

미만 119명(33.3%), 14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103명(28.9%), 160만원 이상이 60

명(16.8%)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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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  성        범  주 명 (%)

연령 

  20세 이상  25세미만

  25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163(45.8)

155(43.5)

 38(10.7)

결혼 여부
  미혼

  기혼

277(77.8)

 79(22.8)

교육수준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이상

320(89.9)

 36(10.1)

 근속년수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37(38.4)

136(38.1)

 84(23.5)

현 기관에서의 

근속년수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277(77.8)

 48(13.5)

  31(8.7)

소득

  120만원 미만

  120만원 이상 140만원 미만

  14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160만원 이상

 75(21.0)

119(33.3)

103(28.9)

 6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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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응답자 특성별 직무만족도 차이분석

   응답자의 특성별 직무만족도 수준을 비교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직무만족도의 경우 전체 평균은 3.77점이고, 소득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고 있다. 

   즉, 소득이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Scheffe 검정에 의

하면 120만원 미만, 120만원 이상 140만원 미만과 160만원 이상에서는 직무 만족

이 같은 수준이었고, 14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에서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  응답자의 특성별 직무만족도 차이

특  성 범  주 평균 t/F
Scheffe

검정

연령 

 ① 20세 이상  25세미만

 ② 25세 이상  30세 미만

 ③ 30세 이상

3.82

3.85

3.65

F= 1.26

결혼 여부
 ① 미혼

 ② 기혼

3.76

3.93
t=-1.56

교육수준
 ① 전문대졸 

 ② 4년제 대졸 이상

3.84

3.50
 t=2.28

 근속년수

 ① 3년 미만

 ② 3년 이상 5년 미만

 ③ 5년 이상

3.75

3.93

3.69

 F=2.51

현 기관에서의

근속년수

 ① 3년 미만

 ② 3년 이상 5년 미만

 ③ 5년 이상

3.80

3.91

3.58

 F=1.40

소득

 ① 120만원 미만

 ② 120만원 이상 140만원 미만

 ③ 14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④ 160만원 이상

3.54

3.87

3.98

3.68

 F=4.68* ③>①=②=④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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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응답자 특성별 조직몰입도 차이분석

   응답자의 특성별 조직몰입도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조직몰입도의 경우 전체 평균은 3.38점이고, 연령, 결혼여부, 근속년수, 현 기관에

서의 근속년수 그리고 소득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이가 30세 이상일 때가 20세 이상 25세 미만일 때와 

25세 이상이나 30세 보다 조직몰입도가 높았다. 총 근속년수와 현 기관에서의 근

속년수는 5년 이상에서 조직몰입도가 높았고, 소득 수준에서는 160 만원이상 에서 

그룹 안에서도 조직몰입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  응답자의 특성별 조직몰입도 차이

특  성 범  주 평균 t/F
Scheffe

검정

연령 

 ① 20세 이상  25세미만

 ② 25세 이상  30세 미만

 ③ 30세 이상

3.19

3.27

3.72

F=8.97
**

③>①=②

결혼 여부
 ① 미혼

 ② 기혼

3.21

3.54
t=-3.72***

교육수준
 ① 전문대졸 

 ② 4년제 대졸 이상

3.27

3.37
t=-7.4

 근속년수

 ① 3년 미만

 ② 3년 이상 5년 미만

 ③ 5년 이상

3.09

3.23

3.67

F=19.53*** ③>②=①

현 기관에서의

근속년수

 ① 3년 미만

 ② 3년 이상 5년 미만

 ③ 5년 이상

3.14

3.60

4.00

F=30.02*** ③>②>①

소득

 ① 120만원 미만

 ② 120만원 이상 140만원 미만

 ③ 14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④ 160만원 이상

2.89

3.20

3.38

3.77

F=21.71*** ④>③=②>①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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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응답자 특성별 이직의도 차이분석

   응답자의 특성별 이직의도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이직의도의 경우 전체평균은 3.10점이었고, 연령, 결혼여부, 근속년수 및 현 기관

에서의 근속년수,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20세 이상 25세 미만에서, 근속년수에서는 3

년 미만에서, 현 기관에서의 근속년수는 3년 미만과 3년 이상 5년 미만에서, 소득 

수준에서는 120만원 미만에서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  응답자의 특성별 이직의도 차이

특  성 범  주 평균 t/F
Scheffe

검정

연령 

 ① 20세 이상  25세미만

 ② 25세 이상  30세 미만

 ③ 30세 이상

3.30

3.18

2.82

F=5.57
**

①>②=③

결혼 여부
 ① 미혼

 ② 기혼

3.30

2.85
t=4.05***

교육수준
 ① 전문대졸 

 ② 4년제 대졸 이상

3.20

3.17
t=.26

근속년수

 ① 3년 미만

 ② 3년 이상 5년 미만

 ③ 5년 이상

3.41

3.27

2.74

F=20.68*** ①>②>③

현 기관에서

근속년수

 ① 3년 미만

 ② 3년 이상 5년 미만

 ③ 5년 이상

3.35

2.75

2.68

F=20.74*** ①=②>③

소득

 ① 120만원 미만

 ② 120만원 이상 140만원 미만

 ③ 14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④ 160만원 이상

3.50

3.33

3.09

2.74

F=12.90*** ①>②=③>④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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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상관관계 분석

   독립변수와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및 이직의도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8>.

   1.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직무만족도간의 상관관계 분석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직무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총 16개의 변수 중 

10개의 변수가 직무만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조적 변수에서 직무의 자율성(0.282), 의원장의 지원

(0.178), 직무의 다양성(0.173), 동료의 지원(0.138), 직업 안정성(0.136), 작업환경의 

쾌적성(0.115) 등이 심리적 변수에서는 긍정적 심성(0.432), 자아 효능감(0.178)이 통

제변수로는 교육수준(0.120)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고, 심리적 변수 

중 부정적 심성(-0.336)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조직몰입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조직몰입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총 17개의 변수 중 

13개의 변수가 조직몰입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매개변수인 직무만족도(0.280), 구조적 변수에서는 보상의 공정성(0.568), 의

원장의 지원(0.539), 작업환경의 쾌적성(0.484), 자기 성장성(0.443), 직업 안정성

(0.431), 직무의 다양성(0.355), 직무의 자율성(0.291) 등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통

제변수에서는 소득(0.390)과 현 기관의 근속년수(0.381)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

몰입도가 높아지며, 구조적 변수에서 직무의 모호성(-0.296), 직무 갈등(-0.228)과 환

경적 변수인 외부취업기회(-0.420)는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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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직의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직의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총 19개의 변수 중 

14개의 변수가 조직몰입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매개변수인 조직몰입도(-0.711), 직무만족도(-0.201)가 예상대로 이직의도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 고, 구조적 변수에서는 보상의 공정성(-0.544), 의원장의 지

원(-0.400), 자기 성장성(-0.399), 작업환경의 쾌적성(-0.354), 직무의 다양성(-0.322), 

직업 안정성(-0.305), 직무의 자율성(-0.274)등이 유의한 관계를 보 고, 통제변수에

서는 소득(-0.309)과 현 기관의 근속년수(0.308)가 이직의도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 다. 반면 구조적 변수에서 직무의 모호성(0.390)과 직무 갈등(0.313)이, 환경적 

변수인 외부취업기회(0.402)는 이직의도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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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인과모형의 상관분석 결과

변수
상 관 계 수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이직의도

매개변수 직무만족도     .280
***

   -.201
***

조직몰입도    -.711***

구조적 변수 직무의 다양성       .173**     .355***    -.322***

직무의 모호성      -.053    -.296
***

    .390
***

직무 량      -.037    -.011     .097

직무 갈등       .008    -.228
***

    .313
***

자기 성장성       .029     .443***    -.399***

작업환경의 쾌적성      .115
*

    .484
***

   -.354
***

직무 자율성       .282
***

    .291
***

   -.274
***

직업 안정성      .136
*

    .431
***

   -.305
***

보상의 공정성       .041     .568***    -.544***

의원장의 지원      .178
**

    .539
***

   -.400
***

동료의 지원       .138
**

    .021    .054

환경적 변수 외부취업 기회      .069   -.420
***

    .402
***

심리적 변수 자아 효능감       .178
**

   -.044    -.048

긍정적 심성      .432
***

    .044     .014

부정적 심성      -.336***     .073    -.071

통제변수 소득      .079     .390
***

   -.309
***

교육수준       .120
*

   -.039     .014

현 기관의 근속년수      -.043     .381***    -.308***

교육수준: 1=전문대졸 이하, 0=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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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회귀계수 분석

   회귀분석의 변수들 간의 관계가 선형이며 다중공선성이 없다는 가정을 충족시

키기 위해 잔차분석 및 상관관계분석을 먼저 실시하 다. 잔차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리고 매개변수간의 관계를 선형 및 비선형부분으로 분해하여 유의성

검증을 함으로써 선형 가정이 충족되는지 살펴보는 분석이고, 상관관계분석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종속변수와의 상관계수보다 높은 경우 생길 수 있는 

다중공선성을 살펴보는 분석이다. 잔차분석 및 상관관계분석의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 간의 관계는 선형이며 상호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다는 가정을 충

족시켰다. 

   독립변수와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및 이직의도에 대한 회귀계수 분석은 다음

과 같다<표 9>.

   1. 직무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 9>의 첫 번째 칼럼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 을 때 직무만족도에 대한 각 

변수들의 향력을 나타낸다. 

   직무만족도에는 긍정적 심성(0.316), 직무의 자율성(0.141), 소득(0.132), 교육수준

(0.095)의 변수가 정(+)의 향을 미치고, 부정적 심성(-0.160)은 직무만족에 부(-)의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종속변수의 변이에 대한 설명력으로 볼 때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은 직

무만족도의 변이의 31.4%를 설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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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직몰입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 9>의 두 번째 칼럼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 을 때 조직몰입에 대한 변수

들의 향력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이다. 

   조직몰입에 정(+)의 향력을 끼치는 변수는 매개변수인 직무만족도(0.280), 보

상의 공정성(0.256), 의원장의 지원(0.240), 작업환경의 쾌적성(0.231), 직업 안정성

(0.176), 긍정적 심성(0.166), 직무의 다양성(0.124) 등이 유의하 고, 환경변수인 외

부취업기회(-0.194)는 부(-)의 향력을 끼치는 변수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조직몰입도 변이의 67.0%를 설명하고 있

다.

   3. 이직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 9>의 세 번째 칼럼은 모든 변수들을 통제하 을 때 이직의도에 대한 변수

들의 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직의도에 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외부취업기회(0.241), 직무 갈등(0.150), 직

무의 모호성(0.094)으로 정(+)의 효과를 나타냈고, 조직몰입도(-7.11), 의원장의 지원

(-0.296), 직무만족도(-0.201), 긍정적 심성(-0.133), 직무의 다양성(-0.127), 자기 성장

성(-0.118) 등의 변수가 부(-)의 향력을 끼치는 변수로 작용하 다.

   전체적으로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이직의도 변이의 51.6%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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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
회 귀 계 수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a) 이직의도(b)

매개변수 직무만족도   .280***   -.201***

조직몰입도   -.711
***

구조적 변수 직무의 다양성  .059   .124
**

 -.127
**

직무의 모호성 -.008 .067   .094*

직무 량 -.050 -.016  .016

직무 갈등  .040 -.057   .150**

자기 성장성 -.069  .083
*

-.118
*

작업환경의 쾌적성  .085   .231
***

 .043

직무 자율성  .141*      .002 -.078

직업 안정성  .057   .176
***

-.013

보상의 공정성  .037   .256*** -.041

의원장의 지원  .050   .240
***

  -.296
***

동료의 지원  .023 .057 -.022

환경적 변수 외부취업 기회  .058  -.194
***

   .241
***

심리적 변수 자아 효능감 -.033 -.075* -.072

긍정적 심성   .316***   .166***   -.133**

부정적 심성 -.160** .035  -.061

통제변수 교육수준  .095
*

-.068
*

 .018

소득  .132
*

.027  .027

현 직장 근무기간 -.065 .065  .005

R2 .314 .670  .516

F 7.536 33.539 17.580

sig. F p<.001 p<.001 p<.001

교육수준: 1=전문대졸 이하, 0=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 
p<.05,  

** 
p<.01,  

*** 
p<.001

a) 이직의도를 매개변수(직무만족도)와 각 독립변수들로 회귀시켰을 때

b) 이직의도를 매개변수(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와 각 독립변수들로 회귀시켰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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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 경로분석

   경로분석 상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 분석은 이들 효과에 대한 유

의도 검증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문헌에 의거하여 직접효과

와 간접효과를 합한 총효과가 절대 값 0.1을 넘는 경우에만 종속변수인 이직의도

에 대한 각 독립변수들의 총 효과가 유의미한 효과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하 다

(Pedhauzr, 1988).

   1.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를 매개로한 경로분석

   매개변수가 직무만족도일 때 독립변수들의 이직의도에 대한 직접효과, 직무만

족도와 조직몰입을 통한 간접효과, 이 둘을 합한 총효과를 계산하여 제시하 다

<표 10>.

   위의 기준을 사용해 각 독립변수들과 매개변수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의 이

직의도에 대한 향력을 총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조직몰입, 의원장의 지원, 

직무만족도, 외부취업기회, 긍정적 심성, 직무갈등, 직무의 다양성, 직무 자율성, 

자기 성장성 등 총 9개의 변수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총효과를 갖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다시 모형을 정(+)과 부(-)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외부취업기회

(0.229), 직무갈등(0.142) 등이 이직의도에 정(+)의 총효과를 가지며, 조직몰입도

(-0.711), 의원장의 지원(-0.306), 직무만족도(-0.257), 긍정적 심성(-0.196), 직무의 다

양성(-0.139), 직무의 자율성(-0.106), 자기 성장성(-0.104) 등의 변수가 이직의도에 

부(-)의 총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경로모형을 <그림 2>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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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경로분석의 직․간접 및 총 효과 분석

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매개변수 직무만족도 -.201 -.056 -.257 

조직몰입도 -.711 -.711 

구조적 변수 직무의 다양성 -.127** -.012 -.139 

직무의 모호성  .094
*

 .002  .096 

직무 량  .016  .010  .026 

직무 갈등  .150** -.008  .142 

자기 성장성  .118
*
  .014 -.104 

작업환경의 쾌적성  .043 -.017  .026 

직무 자율성 -.078 -.028 -.106 

직업 안정성 -.013 -.011 -.024 

보상의 공정성 -.041 -.007 -.048 

의원장의 지원   -.296*** -.010 -.306 

동료의 지원 -.022 -.005 -.027 

환경적 변수 외부취업 기회   .241
***

-.012  .229 

심리적 변수 자아 효능감 -.072  .007 -.065 

긍정적 심성  -.133
**

-.063 -.196 

부정적 심성 -.061  .032 -.029 

통제변수 교육수준  .018 -.019 -.001 

소득  .027 -.026  .001 

현 직장 근무기간  .005  .013  .018 

교육수준: 1=전문대졸 이하, 0=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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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이직의도의 최종 경로모형

환경적 변수              a)

외부취업기회

       (0.229)

-
                

              b)심리적 변수

·긍정적 심성

        (0.196)

+

 구조적 변수

직무의 다양성

               (0.139)

+

직무 갈등

          (0.142)

-

    ▼
직무만족도→

(0.257)

조직몰입도

(0.711) 

  -

이직의도

    ▲
직무의 자율성

       (0.106)

+

자기 성장성

         (0.104)

+

의원장의 지원

       (0.306)

+
                b)

+ : 긍정적 향

- : 부정적 향

a) 각 독립변수들은 매개변수에 정(+)은 정(+), 부(-)는 부(-)에 향을 줌

b) 각 독립변수들은 이직의도에 정(+)은 부(-), 부(-)는 정(+)에 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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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 의  

   1.  기존 연구의 해석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가 구강보건활동의 내용과 질뿐만 아니라 치과 의료서비

스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역할과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직무활

동의 불만족으로 인한 이직으로 발생하는 병원경제의 손실과 구강진료의 생산성 

저해요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인력활용 방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 되었다. 

   치과위생사들의 이직의 주된 사유로는 인력간의 갈등, 보수, 자기개발 시간의 

부족, 근무시간 등이었고 출․퇴근 거리에 의한 이직은 이직횟수가 높을수록 많은  

 비율을 차지하 다. 특히 치과병원과 종합병원의 근무자들은 자기개발시간 부족

을, 치과의원 근무자는 인력간이 갈등이 주된 이유 다(문경숙, 1999). 직장이동의 

이유가 인간관계와 합당하지 못한 대우라고 하 으며, 아직 이직 경험이 없는 자

들 중에서도 합당하지 못한 대우와 상급자와의 불편한 관계, 고유 업무를 수행하

지 못함 등을 이유로 이직을 고려한다고 하 으며, 이들은 사회적 인식 또한 낮다

(이선미, 1998)고 보고 하 다. 

   치과위생사들은 부적절한 대우와 치과의사와의 업무상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높았고 보건소에 비해 치과 병․의원에 근무자들이 상급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이직률이 높아진다(정재연, 1999)고 주장하 다. 이직희망기관으로는 보건

소를 선호하 고, 이선미(1998)의 논문에서도 보건소에 근무자가 자아개념이 높게 

보고 되어 진료기관에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나이가 든 뒤에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하 다.

   치과위생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61.0%가 이직 경험이 있고, 이직을 경험한 

61.0%의 치과위생사 가운데 이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근무조건’이 32.0%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보다 큰 기관으로의 이동’이 20.8%로 보고 되었다. 또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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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근무지에서 이직을 희망하는 응답자 중 가장 옮기고 싶은 이유는 가사 때문이

었고, 그 다음이 급여수준이라고 보고하 다. 이는 치과위생사가 자신의 능력과 

업무에 대한 강한 자부심에 비하여 낮은 사회적 대우와 이미지, 능력발휘에 부적

절한 업무의 부과로 인하여 대체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잦

은 이직을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임해경, 2001).

   황 등(2002)은 치과위생사들이 일일 평균 근무시간이 9.28시간으로 법정근무시

간인 8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자기개발 시간의 부족과 근무시간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각 인력간의 정확한 업무 구분 없이 진행되는 일상은 인력간의 갈등을 유

발하고, 치과위생사들이 직업에 대한 사기를 저하시키며 결국 잦은 이직으로 귀결 

된다고 하 다.

   근무처별로 10년 이상의 현 직장 근무경력을 비교한 결과 보건소는 76.5%인 

반면, 치과의원은 0.4%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 고 이는 장기근속에 따른 보수나 

복지후원 등의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하 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연구조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환자수가 많은 경우보다 적을수록 

근무연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수의 증가로 인한 과도한 업무와 환자를 

위한 진료시간의 단축이 이직사유 중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 고, 이직 사

유의 첫 번째는 ‘더 좋은 근무조건’이, 두 번째로 ‘보수불만’이 세 번째로는 ‘치과

위사와의 마찰’이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정연화, 2003)고 보고하고 있다.

   2. 유의한 결정요인의 해석

   본 연구결과 총 효과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의 이직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로 조직몰입도, 의원장의 지원, 직무만

족도, 외부취업기회, 긍정적 심성, 직무 갈등, 직무의 다양성, 직무의 자율성, 자기 

성장성 등의 9개 변수가 파악되었다

   유의한 변수들의 의미 및 치과의원에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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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환경적 변수 중에서는 외부취업기회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총 효과를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의 경우 임금수준, 신분보장, 복지혜택, 근무환경 

등이 병원에 비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치과위생사의 입장에서는 근무여건이 조금

이라도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이직하려는 유혹을 쉽게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외부취업기회 자체는 의원장이 직접 통제하기가 어려우므로 내부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외부취업기회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둘째, 심리적 변수 중에서는 긍정적 심성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같은 상황 하에서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

람보다 높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가지고 이직 의도는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치과의원장은 치과위생사 채용 시 인성검사 결과 및 면접을 통

해 다소 열악한 여건이라도 긍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심성의 소유자를 선발하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 후에도 인성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고 긍정

적인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구조적 변수 중 의원장의 지원이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 유의한 향

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의 경우 합당하지 못한 대우와 상급자와의 

불편한 관계,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 치과위생사들은 부적절한 대우를 받

고 있고, 치과의원장과의 업무상 갈등도 높다. 따라서 의원장은 치과위생사의 직

무 수행에 있어 재료 및 행정적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하며, 업무능력개발과 복리후생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

한 치과위생사가 전문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의료법의 테두

리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다양화시키고, 지식이나 학문적 발전을 할 수 

있는 치과 내 교육이나 외부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조건을 조성해주어

야 하고, 무엇보다 치과위생사를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단순한 진료보조자로서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전문직종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상호 존중해주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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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갈등은 업무의 불확실함에 의해 유발되는 인력간의 갈등으로서 치과위생

사들의 고유 업무가 수행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적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치과

조무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직무 수행에 있어서도 치과위생사가 주도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는 구강보건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

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직무의 다양성은 과업 단순성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직무수행의 종류와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는 불확실성과 다양성을 가

진 도전적인 업무는 일상적, 반복적인 업무보다 개인에게 더 만족감을 주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서 준, 1995). 따라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진료업무는 일상적 반

복적 업무보다 치과위생사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근무환

경을 제공할 수 있는 치과의원은 치과위생사들의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직무의 자율성은 치과위생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재량권을 가지는 정도

를 의미한다. 비록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치과위생업무를 수행하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재량권을 가지고 자기 판단 하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간접지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치과위생사들의 이직의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자기 성장성은 치과의원에 근무하면서 치과위생사로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

발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이직의도를 낮

추는 중요한 변수라 하겠다. 치과위생사들의 자기 성장성을 제고하려면 연령과 결

혼에 따른 제약 조건을 줄이고 근무연한의 증가에 따른 전문성과 숙련도를 인정

하는 제도의 정착과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업의 전망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일정 이상의 경력자들에 대한 심화 교육 프

로그램 및 분야별 전문화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치과

의원장이 적극 지원해 준다면 이직의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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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매개변수로 이용된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

지로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치과

위생사들이 자기 직무에 대해 만족하고 좋아하는 정도가 직장생활의 질뿐만 아니

라, 삶의 질에도 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 보고 된바있으며, 

조직몰입도와의 관련성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직무

만족도(직무의 자율성, 의원장의 지원, 직무의 다양성, 동료의 지원, 직업 안정성, 

작업환경의 쾌적성, 긍정적 심성, 자아 효능감, 교육수준 등)와 조직몰입(직무만족

도, 보상의 공정성, 의원장의 지원, 작업환경의 쾌적성, 자기 성장성, 직업 안정성, 

직무의 다양성, 직무의 자율성, 소득, 현 기관의 근속년수, 직무의 모호성, 직무 갈

등, 외부취업기회 등)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한 변수들

에 대해서도 관심이 요망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총괄적으로 살펴볼 때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병원의 

내부여건을 개선하여 외부취업기회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취업 후

에도 인성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고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간섭보다는 협동해 나가려는 자세를 가지고 일방적인 업무의 지시

보다는 그 업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

록 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원들과 유대를 강화하여 의원의 목표가 곧 우리의 목표

로 생각하도록 소속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근무연한의 증가에 따른 

전문성과 숙련도를 인정하는 제도의 정착과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업

의 전망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정 이상의 경력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및 

분야별 전문화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

다면 이직의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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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유의

한 변수들을 밝혀내어 향후 치과의원의 이직으로 인한 치과의료 기관의 손실과 

구강진료의 생산성 저하요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인력활용 방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 되었다. 

   연구대상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소재가 등록된 치과위생사 중 서울․경기 

지역의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로 하 고, 표본은 각 지역(군, 구)별 동일 

비율로 1.000명을 임의로 추출하 다. 

   자료조사는 2004년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40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우편설

문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총 1,000부의 설문을 배포하

여 이중 357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35.7% 다. 설문지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유선으로 재차 협조를 요청하 다. 

   본 연구의 도구로 사용된 설문 항목들은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연구들(서

준, 1995; 김혜숙, 2003)에 사용하 던 설문지를 치과의원 근무 치과위생사를 대상

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 고, 응답의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선행연구 결과를 참

조하여 구조적 변수(직무의 다양성, 직무의 양, 상사의 지원, 직장의 지원, 승진기

회, 직업의 안정성, 보상), 심리적 변수(긍정적 심성, 부정적 심성), 환경적 변수(외

부취업기회), 통제 변수(교육수준, 연령, 고용형태, 소득)와 마지막 매개변수(직무만

족, 조직몰입)로 분류하여 분산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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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SPSS Ver 11.0을 이용하 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직무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7점이고, 응답자의 특성별 직무만

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소득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고 나

타났고, 조직몰입도는 전체평균 3.38점으로 연령, 결혼여부, 치과경력 및 현재근무

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경력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직 

의도는 3.10점으로 조직몰입에서와 같이 연령, 결혼여부, 치과경력 및 현재 근무지

의 경력 그리고 소득 등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독립변수와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및 이직의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직무만족도는 긍정적 심성(0.432), 부정적 심성(-0.336), 직무의 자율성

(0.282), 의원장의 지원(0.178), 자아 효능감(0.178), 직무의 다양성(0.173), 동료의 지

원(0.138), 직업 안정성(0.136), 교육수준(0.120), 작업환경의 쾌적성(0.115) 등이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직몰입도의 경우는 보상의 공정성

0.568), 의원장의 지원(0.539), 작업환경의 쾌적성(0.484), 자기 성장성(0.443), 직업안

정성(0.431), 외부취업기회(-0.420), 소득수준(0.390), 현 직장에서의 근속년수(0.381,) 

직무의 다양성(0.355), 직무의 모호성(-0.296), 직무 갈등(-0.228) 등으로 유의성을 나

타냈다. 이직의도의 경우 매개변수인 조직몰입도(-0.711)가 가장 유의성이 높았고, 

보상의 공정성(-0.544), 외부취업기회(0.402), 의원장의 지원(-0.400), 자기 성장성

(-0.399), 직무의 모호성(0.390), 작업환경의 쾌적성(-0.354), 직무의 다양성(-0.322), 

직무갈등(0.313), 직업 안정성(-0.305), 소득(-0.309), 현 기관에서의 근속년수(-0.308) 

등의 변수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다.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모든 변수들은 

연구모형에서 예측한 정(+)과 부(-)의 인과관계가 모두 일치하 다.

   셋째, 치과의원 근무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만족에는 

긍정적 심성(0.316), 부정적 심성(-0.160), 직무 자율성(0.141), 소득(0.132) 등이 유의

성을 나타냈고, 조직몰입도에는 직무만족도(0.280), 보상의 공정성(0.256), 의원장 

지원(0.240), 작업환경의 쾌적성,(0.231), 외부취업기회(-0.194), 직업 안정성(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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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심성(0.166), 직무의 다양성(0.124), 자기 성장성(0.083), 자아효능감(-0.075), 

교육수준(-0.068)이 회귀분석 결과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직의도에는 조직몰입도

(-0.711), 의원장의 지원(-0.296), 외부취업기회(0.241), 직무만족도(-0.201), 직무갈등

(0.150), 긍정적 심성(-0.133) 등이 직접적인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경로분석의 결과, 조직몰입도(-0.711), 의원장의 지원(-0.306), 직무만족도

(-0.257), 외부취업기회(0.229), 긍정적 심성(-0.196), 직무 갈등(0.142), 직무의 다양성

(-0.139), 직무 자율성(-0.106) 등이 유의한 총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향후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한, 그

리고 이직을 줄이기 위한 동기부여의 전략에 활용한다면, 그들의 사기진작과 더불

어 치과위생사의 업무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들은 서울․경기 지역의 치과위생사들만을 연구대

상으로 하 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

에게 확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추후에 보다 다양한 지역과 형태의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요인 및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

입과 이직의도와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많은 조직행위 관련 연구에서 방법론상의 제한점으로 지적되는 동일방법

변이(common method variance)에 의한 문제점이다. 즉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관한 조사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라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조사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

하기 위해 응답자의 상사나 동료로 하여금 응답자의 직무만족도나 이직의도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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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게 하여 비교해 보는 방안 등이 제시되기도 하나 현실적으로 시행하는데 어

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직행위연구에 있어서 연구의 질

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셋째, 본 연구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조사하 다. 이와 

같은 단면연구로는 치과위생사의 이직에 대한 성향을 충분히 설명하기에 부족하

다. 추후의 연구에서 동일한 연구대상을 시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적어도 2회 또는 

3회에 걸쳐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연구기간을 보다 길게 하여 변수들간

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를 시도한다면, 치과위

생사들의 이직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들과 이직의도와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

간의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존의 일부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 결혼여부 및 출산, 육아

와 관련된 근무조건이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

려하지 못하 다. 향후 이와 관련된 치과위생들의 태도 및 결혼, 출산, 육아와 관

련된 치과의원의 근무규정 등을 변수로 포함하여 이직의도와의 인과관계를 연구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의 이직을 예

방하여 치과의원의 생산성과 업무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근속성향 또는 이직성향을 보이는 것과 실제 이직을 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

다. 따라서 실제 이직을 한 치과위생사를 추적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직결정 

요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성향(propensity)과 행동(behavior)사이의 차이를 예측

하게 하는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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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 향요인 연구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위생사로서 현재 연세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강옥희 입니다. 

   본 연구는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잦은 이직을

 예방하는데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통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응답해주신 내용은 

 완전 비밀이 보장되며 얻어진 결과는 연구 목적에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항수가 다소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내외이므로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성된 설문지는 동봉한 반송봉투에 넣어 봉하신 후 3월 10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하시는 일에 무궁한 발전과 가정의 평화를 기원 드립니다.

  

2004 년  2 월

연세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보건관리학과

강 옥 희  드림

    * 연락처: 011-9058-8180,  e-mail : okioki214@dreamwiz.com

  추신)  이 연구의 결과를 받아보시기를 원하는 분은 아래에 E-mail 주소를 적어       

 주시면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응답자 E-mail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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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선생님께서 하시고 있는 업무의 특성 및 근무여건에 관한 진술들입니다. 

   각각의 진술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v표시하여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약간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내 업무는 다양하며 지루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업무는 단순하고 반복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매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약간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 

    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업무 수행 시에 내 책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⑤ ④ ③ ② ①

 3. 나는 애매모호한 업무지시 하에서 일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약간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내 업무를 완수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업무 부담은 크지 않다. ⑤ ④ ③ ② ①

 3. 나의 업무완수를 위해 매우 열심히 일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약간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의원장으로부터 종종 모순되는 업무지시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동료들로부터 종종 모순되는 업무지시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직속상사로부터 일관된 업무요청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약간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내 업무수행 방식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업무목표를 내가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업무일정이나 수행절차는 내가 조정 할 수 없다.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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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약간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능력개발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이 의원은 나의 능력개발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교육 참여 등 능력개발 기회에 참여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약간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내 업무는 신체적 상해의 위험이 크다. ⑤ ④ ③ ② ①

 2. 내가 하는 일에서는 심각한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⑤ ④ ③ ② ①

 3. 나는 내 업무로 인해 항상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된다.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약간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내가 근무하는 곳은 쾌적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근무하는 곳은 편의시설(개인 사물함, 휴게실)이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근무하는 곳의 인테리어가 작업능률을 올리기에 

    편하게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약간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내가 기울인 노력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맡은 책임을 고려해 볼 때, 나는 적절하게 보상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경력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적절하게 보상받지 못 하

    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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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약간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의원장은 내 업무와 관련하여 나에게 큰 관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2. 업무수행 중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의원장에게 의지할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3. 의원장은 나의 복리후생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 ⑤ ④ ③ ② ①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약간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매우 친하게 지내는 직장동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자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중요한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직장동료와 거 

    의 상의하지 않는다.
⑤ ④ ③ ② ①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약간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이 의원에서의 내 경험은 처음 기대했던 것 보다 좋았 

    다
① ② ③ ④ ⑤

 2. 이 의원은 내가 처음 입사했던 당시에 가졌던 기대와 

    일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전반적으로 이 의원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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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다음은 선생님께서 느끼는 직무 및 직장에 대한 만족을 묻는 진술들입니다. 각각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v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약간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이 의원이 일할 만한 좋은 곳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다른 직장에 가지 않고, 이곳에 들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 의원의 미래에 별로 관심이 없다. ⑤ ④ ③ ② ①

 4. 이 의원은 내가 할 수 있는 직장들 중 아주 좋은 직장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이 의원의 종사자라는 것을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말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선생님의 이직의도에 관한 진술들입니다. 각각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v 표시 하여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약간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이 의원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이 의원을 가급적 빨리 떠날 계획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떤 경우라도 나는 자발적으로 이 의원을 떠나지 

   않겠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이 의원에서 가능한 한 오래 남아 있을 계획이다.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약간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현재 수준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보다 더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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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다음은 개인의 태도와 가치관에 관한 진술들입니다. 각각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v표시하여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약간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지금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게 주어진 업무는 내 능력으로 처리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능력과 지식을 동료들과 비교할 때 대등하거나

   우월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하는 업무에 비해 내 능력이 뒤진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약간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아주 재미있게 인생을 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대개 내 생활을 활기차게 할 방도를 찾아낸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정말로 재미있는 일들이 거의 매일 같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에게 있어서 인생은 위해한 모험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종종 사소한 일로 인해 짜증을 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종종 기분이 들쑥날쑥 한다. ① ② ③ ④ ④

 7. 때때로 조그만 좌절로 인해 지나치게 짜증을 낼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하루 종일 내내 안절부절못하는 날 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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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다음은 선생님의 개인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응답자 신상에 대한 비 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오니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선생님의 연세는?   만           세

  2. 선생님의 근무지는?              시(도)          구(군)

  3. 선생님의 결혼 여부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

  4. 선생님의 학력은? 

   □① 전문대학 졸업         □② 대학교 재학 중        □③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재학 중       □⑤ 대학원 졸업 이상

  5. 치과위생사로서 총 근무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7년 미만           □⑤ 7년 이상

    

  6.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7년 미만         □⑤ 7년 이상

  7.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 세금 공제 전 월 평균 급여는 얼마인지요?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19만원           □③ 120-139만원

   □④ 140-159만원       □⑤ 160만원 이상

   

  8.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 희망하는 급여는 얼마인지요?

    □① 110만원 미만        □② 110-129만원           □③ 130-149만원

    □④ 150-169만원       □⑤ 17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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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선생님께서 가장 자신 있거나 하시고 싶은 업무는 무엇입니까?

   □① 진료보조업무             □② 상담 및 구강보건교육          

   □③ 치석제거                 □④ 불소도포 및 치아 홈 메우기 등의 예방처치   

  □⑤ 관리 경영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이 설문지는 주의 깊게 작성하였습니다만, 선생님의 직무환경 및 이직의도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에 기입 

      하여 주십시오.

ꏊ 귀중한 시간을 할애 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ꏊ



- 58 -

ABSTRACT

The determinants of intent to leave of dental 

hygienists at dental clinics

Kang, Ok Hee

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Environment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purport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intent to leave of 

dental hygienists working at dental clinics. The sample used in this study 

consisted of 357 dental hygienists selected from nationwide Korea. 

   The independent variables contain three groups of determinants: 6 structural 

variables (job variety, workload, supervisory support, organizational support, 

job security, and pay), 2 psychological variables (positive affectivity and 

negative affectivity) and one environmental variable (alternative job 

opportunity).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ere included in 

the model as intervening variables.

   Data were collected wit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path analysis.

   The results of the path analysis indicate that the following variables have 

significant total effects on the intent to leave of dental hygienists: 

organizational commitment(-.711), supervisory support(-.306), job 

satisfaction(-.257), alternative job opportunity(.229), positive affectivity(-.196),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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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142), job variety(-.139), and  job autonomy(-.106).

   The results of the study confirm the importanc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as intervening variables. The results also imply 

that the administrators of dental clinics should make an effort to motivate 

dental hygienists by redesigning their work process, to provide them with 

more autonomy in doing their work, and to develop their job knowledge and 

skills through continuous training and education.

Key words: Dental hygienist,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tent to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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