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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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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치과의료에 한 공 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강보건 문인력인 치과 생사의 역할은 더욱 요해지

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치과 생사의 직업 문성이 의료 장에서 실제로 인정받는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며, 이로 
인해 치과 생사의 직무불만과 이직의도는 의료기 의 문제로 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 생사의 직무만족

과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탐색하여 조직유효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자한다. 선행요인을 보다 다
각도로 탐색하게 해 개인의 특성(낙 성)과 직무와 련된 특성(직업 문성) 그리고 조직과 련된 특성(조직지원인식)으
로 구분하여 근하 다. 치과 의료기 에 근무하는 치과 생사들 199명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 치과 생사의 낙 성과 

직업 문성, 그리고 조직지원인식은 모두 직무만족도를 높여 궁극 으로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지원인식은 이직의도에 해 직 인 효과를 미치기도 하지만 직무만족이라는 매개변수에 의해 보다 큰 효과를 미치

는 것으로 밝 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치과 생사의 높은 이직률과 직무불만으로 고통받는 치과 의료기 들에게 문제해결

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Advances in the dental medical field now provide high quality medical service, and thus, it has become 
important to identify the role of dental hygienists. However, the professional status of dental hygienists has not been 
acknowledged, and this has resulted in problems such as dissatisfaction and high turnover rates at dental hospitals.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dental hygienis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rates. To 
achieve this we used a synthetic approach incorporating individual (optimism), job (professionalism), and 
organizational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characteristics. Our results showed that optimism, professionalism,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were positively related to job satisfaction. Furthermore, job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negatively related to turnover intension and to partially mediate the effect between POS and turnover 
intention. We believ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by dental hospitals to address dental hygienist 
dissatisfaction and high turnover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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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치과 의료시장은 공 의 확 와 첨단 의료 장비

의 발 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공 의 확 로 수요

자는 치과 의료기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치과 의료기
은 고객의 유치를 해 홍보 마  략과 고객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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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구강 보건 문 인력인 치과 생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요해지고 있다. 
치과 생사는 구강보건 문 인력으로 치과 의료기

에 종사하는 직군의 구성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 직무의 범 도 확 되고 다양해졌다[1]. 그러나 아
직까지는 치과 생사의 직업 문성이 의료 장에서 실

제로 인정받는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며 이로 인한 

치과 생사의 직무불만과 이직의도 증가는 차 의료기

의 문제로 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과 의료 장의 생사들의  이직률

과 직무만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해 탐색하고, 실
증연구를 바탕으로 의료 장에 제언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특

성, 직무특성, 조직특성으로 구분하고, 직무만족을 매개
요인으로 선택하여 이직의도에 이르는 심리  과정을 검

증하고자 한다. 
우선 치과 생사에게 필요한 개인  특성으로는 낙

성을 탐색하고자한다. 치과 생사는 무형의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늘 긴장과 주의력이 필요하므로 

스스로 정 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다. 낙 성은 삶에서 겪는 일에 해 정  사고를 

가지는 것이며, 측할 수 없는 미래의 일에 해서도 
정  결과를 먼  생각하는 성향  특성이다[2]. 따라서 
낙 성이 높은 사람은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장에서 

응력이 뛰어날 것이며 정 으로 직무에 임할 것이라고 

가정하 다.
치과 생사의 직무와 련된 특성으로는 직업 문성

을 탐색하고자한다. 치과 생사는 문직이라는 자 심

이 있고,  직무에 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무에 임할 
때 보다 정 인 조직유효성을 기 할 수 있다. 직업 
문성은 문화된 직업조건이 갖추어지고, 문교육  

훈련기 을 거쳐야 하고, 문단체가 형성되고, 직업에 
한 소명의식 등이 높을 때 생기는 특징이다[3]. 그동안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직업 문성이 높을수록 스스로 맡

은 직무에 한 만족도가 높고 직무에 한 책임감과 자

신의 직무 역을 정 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마지막으로 치과 생사의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

으로 상되는 특성은 조직지원인식이다. 객 인 성과

이나 물질  보상도 요하지만, 조직 구성원이 조직
의 지원을 인식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

다[5]. 따라서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의 심리 인 지원( : 
인정, 칭찬, 배려 등)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 조직지
원인식이 직무만족에 정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

지면 물질 인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치과 의료기 에

게 실 인 제언이 될 것이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치과 
생사의 직무만족을 유발하는 선행요인이  실증연구를 

통해 밝 지고, 궁극 으로 이직의도에 도달하는 메커니

즘( : 직무만족을 통한 심리  메커니즘)이 검증되면 
선행연구에서 제공되었던 각각의 정보를 보다 종합 인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2. 이론적 배경

2.1 낙관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심리학에서는 낙 성은 미래의 삶에 한 기 , 기분, 
태도 등으로 정의한다. 낙 성에 련된 연구 자료를 살

펴보면 낙 성이 높은 사람은 행동이나 사고가 정 이

고 발 이며 극 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선행연구에서는 낙 성을 두 가지로 정의 하고 있

다. 첫째는 기 -가치이론에 정의를 둔 행동  자기조  

모델에 입각한 정의이다. 행동  자기조  모델에 근원

을 둔 성향  낙 성은 일어날 일에 해 기 하는 정

으로 사고를 말한다[7]. 자신이 원하는 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정  사고는 과정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끝

까지 최선을 다하게 된다. 이러한 정  사고를 유

으로 타고나는 개인의 특성 즉, 성격  기질로 보는 것을 

성향  낙 성이라고 한다[2]. 둘째는 학습된 무기력 모
델로서 귀인이론을 근거로 설명한다[8]. 귀인이론을 근
거로 하는 낙 성은 부정 인 사건을 외부  원인, 불안
정 인 특별한 상황을 원인으로 귀인하는 것이다[8]. 본 
연구에서는 낙 성을 기질 으로 타고나는 안정 인 성

향  특성으로 간주하 다. 낙 인 기질이 있는 사람

은 삶을 받아들이는 정  사고, 삶에서의 성취도, 육체
 건강, 정신 건강에도 효과가 있으며, 삶에 한 만족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낙 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

의 장 을 더 많이 발견하고, 심리 으로 안정되어 주어

진 환경에서 문제를 정 으로 보고 삶을 발 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9]. 한 높은 낙 성은 조직사회에서

의 응력을 높이고 삶을 하는 자세를 정 이게 하

는 것으로 연구되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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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업전문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산업 명으로 인한 사회경제구조의 변 으로 직업의 

구조가 다양해지고 문화되었고, 기술직으로 분류되던 
직군의 일부는 산업사회를 거치며 직업 문성이 강조되

는 요한 직군으로 인식되었다[11]. 직업 문성이란,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직업특성을 이해하고 직업이 갖는 

도덕성과 직업의 개념  정체성  직업의 독창성 등을 

높게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3]. 따라서 직업 문성은 일

정한 직업 조건이 갖추어 지고, 문교육  훈련기 을 

거쳐야 하고, 문 그룹의 단체가 형성되고, 행동의 윤리 
지침, 서비스의 신념  직업에 한 소명 의식 등을 
시한다는 특징이 있다[3]. 직업 문성이 높은 직군과 조
직의 일반 인 직군의 차이 을 살펴보면, 문화된 직

업군은 다른 직업군에서 침범 할 수 없는 법  근거를 

가지고 있고, 다른 직업군에서 정보와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독자  교육  훈련제도의 확립과 면허제도라는 

법 , 제도  기 이 갖추어져 있다[3]. 한 직업 문성

이 높은 직군으로 이 진 조직의 특성을 살펴보면, 문
가집단 간의 의견  단을 요한 기 으로 삼고, 사회
사에 한 신념과 공공에게 이로움을 줘야 한다는 신

념, 직업 장에서 외부  보상이 크지 않더라도 계속 해

야 하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고, 직무의 장에서 외
부의 압력이 은 자율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12].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의 직업 문성을 통해 직무의 수행

으로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을 높이고 자 심  직무만족

감을 향상시키기 해 노력하고 있다[13].

2.3 조직지원인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조직지원인식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소속되어있는 

조직에서 인정받고 신뢰받고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된다

[14]. 즉,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으로부터 어떤 객
인 혜택을 받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으로부터 

받는 지원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단하느냐가 요한 개

념이다[15].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많은 복지와 배려, 직
무에 한 지원을 했더라도,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지
원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조직지원 인식도가 낮아진다

[5]. 일반 으로 구성원들은 조직으로부터 보상, 승진, 
일에 한 인정  칭찬, 교육의 기회 등을 부여받는다. 
조직지원인식이 높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
 요소를 기 할 수 있다. 첫째, 조직지원인식은 구성원
들에게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하여 조직유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조직구성원은 조직과 하나의 
구성체로 인식하여 일체의식을 발휘할 수 있다. 셋째, 조
직구성원은 조직과 형성된 공동체  유 감으로 직무수

행에 한 만족을 더 크게 느끼고 이직의도는 덜 느끼게 

된다[16].

2.4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직무에 해 가지는 일련의 태
도로서 직무 는 직무수행으로부터 충족되어지는 정

인 심리상태로 정의된다[16]. 직무만족을 결정하는 요
인으로는 조직에서의 승진, 근로시간, 동료들과의 계, 
조직의 규정  경  방침, 고객과의 계, 복지와 교육
제도 등이 있다[13]. 직무만족이 높은 구성원은 성과창
출에 극 이고 일에 한 성취감이 높으며 이직의도는 

낮은 경향이 있다[19]. 직무만족은 특히 이직의도와 높
은 상 계를 보이는데[19], 이는 직무에 만족하는 구
성원일수록 해당 직무에 한 애착이 강해 직무를 수행

하는 장을 떠나기 싫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직의도는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의 일원으로 남는 

것을 포기하고 구성원으로 있던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의도이므로[20] 조직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 생사의 높은 이직률을 이기 한 

요인을 개인, 직무, 조직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종합 으

로 검토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밝 졌던 내용을 확장시

키고자 한다. 한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해 살펴보기 해 직무만족을 매개변수로 선택하여 낙

성, 직업 문성, 조직지원인식이 어떻게 이직의도와 연
계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론  배경을 근거로 하여 치과의료 

장에서 근무하는 치과 생사들의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검증하고,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어
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심리  과정의 요성을 강조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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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3.2.1 낙관성과 직무만족

치과 생사의 직무의 형태를 살펴보면 의료 서비스 

상품의 특징인 무형의 상품을 고객이 구매 하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고, 구매한 의료 상품의 만족도, 고
객 리 등 다양한 역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 장에서의 치과 생사는 많은 감정 소진이 불가

피한 직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열악한 환경과 긴
박감을 주는 진료 장에서 가장 요한 요소는 정  

마인드 컨트롤일 것이다. 즉, 낙 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

의 환경에서 주어진 직무를 정 으로 받아들이고 감정

소진이 불가피한 치과의료 장에서도 잘 응하며, 직
무의 완성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낙 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3.2.2 직업전문성과 직무만족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직업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직업의 분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게 다양한 직종이 생겨나고 문화되어 가고 있는 가

운데, 문화된 직업의 특징은 일정한 직업조건이 갖추

어지고, 교육  훈련기 을 거쳐야 하고, 문 그룹의 

단체가 형성되고, 행동윤리지침이 만들어지고, 직업특성
의 서비스의 신념과 직업에 한 소명의식이 생겨나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3]. 선행연구에서는 직업 문

성이 높으면 외부  보상이 크지않더라도 소명의식을 가

지게 되고, 직무에 한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12]. 치 생사는 아직까지는 직업 문성이 완벽하

게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치과 생

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해서는 직업 문성이 요하

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치과 생사의 직업 문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 직업 문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3.2.3 조직지원인식과 직무만족

조직지원인식은 구성원들이 조직에서 가치를 인정받

는 다는 믿음이며[14], 객 인 혜택의 문제가 아닌 인

지 인 단이 요하기 때문에 재정 으로 풍요롭지 않

은 조직의 경우, 특히 더 심을 기울여야하는 개념이다. 
즉,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치과 의료조직에서는 외재  

보상보다는 구성원들의 인지 인 차원에 주목함으로써 

직무만족에 정  향을 미치는 심리  요인을 도출해

내는 것이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조직지원인식과 직
무만족의 정  계에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17]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 조직지원인식도는 직무만족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3.2.4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조직 구성원이 속해 있는 조직을 떠나고 

싶은 욕구를 가지는 상태를 말한다[25]. 신유근(2007)은 
직무만족이 높은 조직의 구성원은 성과창출에 극 이 

되고, 직무수행으로 성취감이 높아지고, 이직의도는 낮
아지게 된다고 주장하 다[19].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
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 다. 특히 직무만족과 이직의
도간의 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종합한 Porter 등(1974)
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부 (-) 상 계가 있음이 밝

졌다[25]. 이러한 결과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이 높아
지게 되면 해당 직무에 한 애착이 강해져서 직무를 수

행하는 장을 떠나기 싫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4.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5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이유는 치과 생사의 낙 성, 직업 문성, 조직지원인식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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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자하기 때문이다.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심리  요인이자 독립변수의 향을 

받는 결과요인이다.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치과 생사의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매커니즘이 직

무만족이라는 내재  동기부여에 의해 이 진다는 것이 

악되면 치과 생사의 이직을 이기 한 구체 인 제

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 다. 
가설 5. 직무만족은 낙 성, 직업 문성, 조직지원인

식과 이직의도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3.2 자료수집

2018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서울, 경기, 구, 
경북, 울산, 남, 주 지역의 재 치과 의료기 에 근

무하는 치과 생사들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작성하 다. 총 206명
의 설문자료  오류 7건을 제외하고 199명의 자료를 최
종 분석하 다. 응답자의 성별은 모두 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 별로는 20  43.2%(86명), 30 는 

38.7%(77명), 40 는 15.6%(31명), 50 는 2.5%(5명)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을 살펴보면 문 학 졸업이 

61.3%(122)로 가장 많았고, 학원 졸업자는 14.1%(28
명)로 나타났다.

3.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축정도구는 선행 연구에서 검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연구목 에 맞게 

부분 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 다. 모든 변수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활용하 다. (1 :  그 지 않

다. 2 : 아니다, 3 : 보통이다, 4 : 그 다, 5 : 매우 
그 다)
낙 성: Carver와 Bridge의 삶의 지향성 척도를 신
숙(2005)이 수정 번역한 척도 10문항을 사용하 다

[15].  
직업 문성 : Snizek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한 이지연
(2009)의 20개 문항  치과 생사에 합한 문항 8
개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16]. 
조직지원인식 : Eisenberger 등이 개발한 것[14]을 바
탕으로 강인주(2015)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10개 
문항을 본 연구의 상에 합한 단어로 수정하여 측

정하 다[15].

직무만족 : 미네소타 학 부설연구소에서 제시한 것

을 압축하여 사용한 고효경(2017)의 20개 문항을 기
반으로 임 /복리후생/일자체에 해당하는 8개 문항을 
사용하 다[20].
이직의도 : Mobley가 개발한 것을 바탕으로 강인주
(2015)가 수정 보완한 6개 문항을 사용하 다.[15]
통제변수 : 기존 직무만족, 이직의도 문헌에 사용된 
인구통계변수들(연령, 학력, 직 )을 포함시켰다. 

4. 연구결과

신뢰도 검증은 내  일 성을 측정하기 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를 사용하여 검증하 다. [표1]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는 모두 0.7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 

연구에서는 탐색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타당도를 검증

하 으며, 정서  몰입, 학습동기, 조직창의성이 모두 구
분되는 것을 확인하 다.  측정 문항에 한 타당성을 확
인하기 하여 탐색  요인 분석을 사용하여 표본의 

합도를 확인하 다(0.5 이하면 부 합한 것으로 단). 
5개요인  낙 성 6문항(1번,2번,3번,5번,6번,8번), 

직업 문성 3문항(1번,2번,5번), 조직지원인식 3문항(2
번,3번,8번), 직무만족 3문항(1번,2번,3번)을 제거하고 
총27문항을 사용하 다(표 1 참조).

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인한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23], 
Harman의 단일요인검증을 실시하 다. 이는 요인분석
에서 주성분 분석의 비회 에 의한 요인 에서 지배

으로 큰 설명력을 가진 요인의 존재를 통해 동일방법편

의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검증결과, 가장 큰 설명력을 가
진 요인1이 체변량의 37.92%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나 동일방법편의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단하 다.  
가설검증에 앞서서 본 연구들에서 사용된 주요변수들

의 계를 악하기 해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표2]와 같이 낙 성과 직무만족((r=.350, 
p<.01), 직업 문성과 직무만족(r=.435, p<.01), 조직지
원인식과 직무만족(r=.546, p<.01)의 계는 정 으로 

유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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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factor analysis
Variables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POS 

(7 items)

POS 07 .770 -.242 .217 .198 .028
POS 06 .757 -.227 .086 .241 .170
POS 10 .753 -.282 .269 .178 .028
POS 04 .732 -.355 .274 .081 .124
POS 09 .724 -.315 .153 .062 .026
POS 01 .709 -.168 .178 .260 .123
POS 05 .695 -.251 .274 .144 -.007

Turnover intention

(6 items)

TI05 -.281 .763 -.286 -.082 -.091
TI01 -.170 .757 -.223 -.054 -.118
TI03 -.296 .749 -.108 -.088 -.061
TI04 -.315 .745 -.236 -.043 -.061
TI06 -.275 .710 -.140 -.088 -.028
TI02 -.415 .505 -.436 .019 -.106

Job satisfaction

(5 items)

JS06 .227 -.276 .777 .003 -.006
JS08 .164 -.270 .760 .083 .073
JS07 .215 -.020 .723 -.054 .332
JS05 .291 -.322 .677 .170 -.049
JS04 .283 -.285 .638 .332 .066

Professionalism

(5 items)

P07 .205 -.039 .141 .754 .130
P04 -.049 -.109 .124 .700 .019
P08 .218 -.082 -.061 .676 .227
P06 .327 -.147 .124 .666 .224
P03 .198 .081 -.051 .533 .258

Optimism

(4 items)

O09 -.014 -.144 .071 .132 .823
O07 -.009 -.148 .014 .153 .770
O10 .273 -.003 .015 .141 .744
O04 .031 .012 .197 .251 .599

Eigen Value 10.238 2.914 1.824 1.440 1.234
Pct of Var(%) 37.918 10.831 6.755 5.335 4.569

Cum of Var(%) 37.918 48.749 55.504 60.839 65.408
Cronbach's α .925 .894 .862 .760 .768

Table 2.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M SD 1 2 3 4 5 6 7

1. Age 2.77 .80
2. Education 1.53 .73 .430**

3. Position 1.87 .94 .766** .471**

4. Optimism 3.42 .56 .370** .254** .310**

5. Professionalism 3.72 .60 .385** .366** .414** .296**

6. POS 3.27 .80 .269** .298** .413** .204** .362**

7. Job satisfaction 3.13 .67 .338** .303** .363** .350** .435** .546**

8. Turnover intention 3.19 .90 -.255** -.300** -.299** -.190** -.238** -.568** -.494**

 **p<.01, N = 199, Age: 1=under 20, 2=20~29, 3=30~39, 4=40~49, 5=50~59, Education: 1=less junior college, 2= college, 3= post-graduate 
degree, Position: 1= staff, 2=manager, 3=head of department, 4=general director

Table 3.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Model 1

(Job satisfaction)
Model 2

(Turnover intention)
Model 3

(Turnover intention)
B SE t B SE t B SE t

Age .100 .312 1.114 -.094 .106 -.997 -.068 .103 -.743
Education .038 .075 .582 -.126 .084 -1.843 -.116 .082 -1.748
Position -.039 .060 -.415 .052 .094 .533 .042 .091 .444

Optimism .171 .067 2.799** -.039 .103 -.608 .005 .102 .077
Professionalism .197 .073 3.025** .025 .103 .368 .075 .103 1.112

POS .417 .053 6.554*** -.528 .075 -7.932*** -.422 .080 -5.887***

Job satisfaction -.256 .099 -3.481**

 **p<.01, ***p<.001,  N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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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  

특성인 낙 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계를 가질 것이
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β=.171, p<.01). 즉, 치과 생

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해서는 낙 인 성격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직
무특성인 직업 문성은 직무 만족에 정(+)의 계를 가
질 것이라는 가설 2 역시 지지되었다(β=.197, p<.01). 따
라서 치 생사가 가지고 있는 직업 문성은 직무 만족

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직 
특성인 조직지원인식도는 직무 만족도에 정(+)의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417, p<.001). 즉, 치 생사

가 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인지하면 직무만족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실증 으로 입증되었다.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 한 

지지되었다(β=-.256, p<.01). 이는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에 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직무만족은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의 계를 부분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안
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에 따르면 독립변수의 직 효과가 

유의해야 하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매개변수와 종
속변수의 계가 유의해야하며, 마지막으로 매개변수를 
투입했을 때 독립변수의 직 효과가 사라지거나(완 매

개) 약화되어야한다(부분매개). <표 3>을 살펴보면 조직
지원인식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조직지원
식과 직무만족의 계 역시 유의하며, 직무만족과 이직
의도의 계 한 유의하다. 최종 으로 모델3에서 직무
만족(매개변수)을 투입했을 때 조직지원인식의 베타값
이 모델 2보다 떨어짐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사항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치과 생사의 낙 성과 직

업 문성, 그리고 조직지원인식은 모두 직무만족도를 높
여 궁극 으로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조직지원인식은 이직의도에 해 직 인 효

과를 미치기도 하지만 직무만족이라는 매개변수에 의해 

보다 큰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보다 구체 인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과 의료서비스는  무형성, 동시성, 가변성, 소

멸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치과 생사는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 긴장감과 민한 주의력이 필요하다. 때로는 
생사가 생각하는 의료 서비스 결과와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고객은 불만 요소를 감
정으로 표 하는 경우도 있다[21]. 이러한 상황에서 치
과 생사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고객을 끝까지 

리해야 하므로 낙 이고 정  성향은 요하다. 
따라서 치과 의료기 의 인 자원 선발에서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개인 인 기질  특성으로 낙 인 성향

은 요한 고려요소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
가 가지고 있는 성향  특성들이 다양하게 있고 사람마

다 정  성향도 일정부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  

요소들이 정성을 키울 수도 있다. 따라서 환경에서 주
는 사회  지지가 낙 성과 심리  안녕감을 키우는 

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24]를 토 로 조직 

구성원의 심리  안녕감을 키울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
둘째, 직업 문성을 높이기 해서는 문화 된 조직

특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일정한 직업 조건이 갖
추어 지고, 교육  훈련기 을 거쳐야 하고, 문 그룹

의 단체가 형성되고, 행동의 윤리 지침, 서비스의 신념 
 직업에 한 소명 의식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3]. 직
업 문성을 높이기 해 각 의료기 에서 실시하는 교육 

로그램, 치과 생사 회  각 산하 단체에서 개설하

는 보수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하여 재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 신의료 장비, 신재료, 의료행정 정책의 변화도 
꾸 히 개진되는 항목이므로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한, 
치과 생사는 개인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하여 직무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 치과 생사의 업무는 숙련이 

필요한 기술  분야이므로 직업의 문성을 연마하고 발

시켜 유지해야 한다. 직업 문성을 높이는 가장 요

한 요소는 치과 생사 각자가 직무에 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무에 임함으로써 정 인 유효성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직업 문성이 더욱 견고히 강화되기 

해서는 재 치과의료 장에서 의료기사법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 치과의사, 치과 생

사 등이 함께 논의하고  양보하고 이해하여 풀어야 할 

과제이다.
셋째, 치과 의료기 은 치과 생사들이 조직지원인식

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치과 의료
장에서 특히, 다른 직종에 비해 치과의사와 치과 생
사는 많은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합을 맞추어 업을 해

야 하는 직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상사(치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3호, 2019

336

의사)로부터 받는 심리  지원은 치과 생사의 직무만족

에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업을 한 원활한 

의사소통, 직무수행에 한 정  피드백, 조직의 운
에 한 참가를 극 지원한다면 높은 조직지원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과 생사의 직무만족은 이직의도를 

여  수 있는 선행요인으로서도 요하지만 치과 생사

의 특성이 이직의도로 연계되는 내재  동기부여 메커니

즘으로서도 의미가 있음을 인식해야한다. 낙 성과 직업

문성은 이직이도를 직 으로 여주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조직지원인식은 직무만족을 통해 이직의도에 더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과 생사

의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구체 인 방안마련은 그 어

떤 요인보다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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