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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치과종사자의 직무만족에 조직문화, 조직구조, 감정노동의 융합적인 관계를 설문조사하여 SPSS 

WIN18.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결과를 얻었다(p<.05). 조직문화는 남성, 치과위생사, 대학

졸업, 병원급, 근무자 수가 많은 경우, 높은 수입이 높았다. 조직구조는 병원급, 근무자 수가 많은 경우 높았다. 감정

노동은 낮은 연령과 경력, 미혼, 음주가 높았다. 직무만족은 근무자 수 10명 이상, 높은 수입이 높았다. 직무만족과 

조직문화, 조직구조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회귀분석은 Y(직무만족)= .907 + .106(조직구조)로 분

석되었다. 따라서 치과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조직구조와 관련된 변수들을 고려해 긍정적인 조직문

화를 형성하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다.

주제어 : 감정노동, 조직문화, 조직구조, 직무만족, 융합

Abstract This study surveyed the convergence of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structure, 

emotional labor on job satisfaction of dental workers and analyzed it with SPSS WIN18.0 program 

to obtain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p<.05). Organizational culture was high men, dental 

hygienist, university graduates, hospitals, many workers, High income. Organization structure was 

high hospitals, many workers. Emotional labor was high low age and career, single, drinking. Job 

satisfaction was high more than 10 workers, high income.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structure.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Y (job satisfaction) = .907 + .106 (organizational structure).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job 

satisfaction of dental workers,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form a positive organizational 

culture by considering variables related to organization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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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는 시장경쟁과 더불어 의료산업 또한 급격하

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 소비자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요

구하고 있다[1]. 의료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의료 인력들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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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하며 직무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근무하고 있는 인력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2]. 직무만족은 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조직의 내외적인 환경요인에 대해 갖는 감정적, 정서

적 충족상태로 직무와 관련된 요소와 직무 관련 집단과

의 관계에서 형성된 태도의 결과이다[3]. 이러한 직무만

족은 구성원들 조직의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나 정도를 나타내는 질적 성과로서 조직을 유효성 즉 효

과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4]. 조직의 유효성 지표인 직

무만족은 조직문화와 관련이 있으며 긍정적인 조직문화

는 직무만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5]. 조직문화란 공유

가치를 핵심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조직 구성원들이 공

유하고 있는 가치, 신념, 기대, 인지, 행동규범, 행동유형 

등 조직구성원 간에 공통으로 이해되는 보편화된 생활

양식으로[6] 조직구성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고 

단결과 일체의식 및 충성심을 일으키며 조직의 안정과 

계속성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는 외에 조직구성원의 

일탈행위를 통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함으로서 조직의 

효과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7]. 한편 조직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을 결속시켜 주는 공유가치 및 의미체계의 기

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 행동의 당위성과 방

향을 제시하거나 행위를 유발시켜 주는 사회적인 힘을 

부여하며[8] 강한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의 비공식적인 행

동규범이 되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원동

력을 제공함으로서 조직을 통합시킨다[9]. 이러한 조직

은 조직구성원의 행위를 규정하고 제한하며 조직내부의 

인력구조의 적정성이나 기능배분의 합리성의 개념인 조

직구조로 이루고 있다[10]. 치과 의료기관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병원코디네이터, 치과기공사 

등 다양한 전문 직종들이 그 직종에 맞는 업무를 시행하

면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있다. 다양한 직종들이 하나

의 조직을 이루면서 조직자체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체계에 근거하고 이 가치체계는 조직의 목적, 

전략  및 제반행동에 관한 방향과 지표를 제공하는 조직

문화에 의해 조직의 통합과 조직 목적에 맞는 효과적인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11]. 또한 치과 의료기관의 각 

구성원은 구성원들 간의 조직문화 속에서 직무를 수행

함과 동시에 고객과의 관계도 함께 실행하여야 하며 이 

관계에서 자신을 감정을 통제하고 바람직하게 보이는 

특정한 감정을 외적으로 표현하려는 감정노동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12]. 지금까지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13,14], 치과 의료기관의 치과종사들을 대상

으로 직무만족 및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에 대한 연

구[12,15,16]나 치과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직문화에 관

한 연구[17,18]는 다수 수행되어졌으나 치과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조직구조, 감정노동과 직무만족과의 

융합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 치과종사자의 조직문

화, 조직구조 및 감정노동의 융합적 관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으며 치과종

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조직문화, 조직구조, 감

정노동, 직무만족 차이와 조직문화, 조직구조, 감정노동, 

직무만족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조직문화, 조직구조, 

감정노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치

과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

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월 30일

까지 대구, 경북지역의 치과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선정 수는 

G*Power 3.1.3을 활용하여  Effect size (효과크기) 

0.2, α=0.05, 검정력(1-β)=0.90에서 178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으나 저조한 설문지 회수율과 불성실한 

응답을 고려하여 총 260부를 설문하여 불충분한 설문을 

제외한 250부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목적과 취

지를 설명하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2.2 설문조사

본 연구의 도구는 오와 이[18]의 선행 연구에서조직

문화, 조직구조, 직무만족, 김[19]의 선행연구에서 감정

노동, 직무만족에 대한 설문을 참조하였으며 설문내용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치위생(학)과 교수 3인에게 검

증하였다. 20명의 치과대상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직접면담조사로 

설문을 실시하여 총 25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설문조

사 항목으로는 일반적인 특징 11항목, 조직문화는 하위

개념이 4가지 유형이며 서로 신뢰하는 문화의 인간관계

지향문화, 조직 구성원 간 개방 시스템적 의사결정이 이

루어지는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문화의 혁신지향문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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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안정 및 통제와 내부지향성을 지니는 문화의 위계

지향문화, 실적을 최우선으로 하는 목표 달성지향적문화

의 시장지향적문화 각각 3문항씩 총 12문항으로 이루어

지며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872,이었다. 조직

구조는 하위개념이 2가지 유형이며 규정실천전도를 나

타내는 공식화 3문항, 조직구성원의 의사결정의 비참여

도로 집권화 5문항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

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774, 감정노동은 9문항

으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887, 직무만족은 

5문항으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919로 모두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조직문화 조직구조, 감정노동, 직

무만족 모두 5점 척도이며 평균점수로 그 수준을 평가

하였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a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18.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

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

른 조직문화, 조직구조, 감정노동, 직무만족은 항목별 평

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검

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검증을 하였다. 

조직문화, 조직구조, 감정노동, 직무만족의 상관성을 검

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인과관계를 검증하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의 입력으로 실시하였다.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치과종사자 전체 250명이며 남성 8명, 여성이 

242(96.8%)명으로 여성이 대부분이었다. 연령은 30세 

이상이 92(36.8%)명, 근무경력 1-5년이 147(58.8%)명

으로 많았으며, 직종은 196(78.7%)명이 치과위생사로 

많이 조사되었다. 학력은 전문대졸이 128(51.2%)명, 결

혼여부는 미혼 158(63.2%), 치과의료기관은 의원급 

126(50.8%)명, 병원 22(49.2%)명으로 나타났다. 근무

자 수는 6-10명 117(47.0%)명, 수입은 2000-2500만

원 99(39.6%)명, 음주는 148(59.2%)명, 흡연은 비흡연

자가 234(97.7%)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zation Division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Men

Female

8

242

3.2

96.8

Age             

     

20-25

26-30

30<

72

86

92

28.8

34.4

36.8

career

1-5 year

6-10 year

10< year

147

64

39

58.8

25.6

15.6

working form

Dental hygienist

Nursing assistant

Etc

196

40

13

78.7

16.1

5.2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28

128

94

11.2

51.2

37.6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158

92

63.2

36.8

Types of dental  

institutions

hospital level

Clinic level

122

126

49.2

50.8

Number of 

employees

≤5

6-10

10<

102

117

30

41.0

47.0

12.0

income
<20 million won

20-25 million won

25 million won<

91

99

60

36.4

39.6

24.0

Drinking
Yes

No

148

102

59.2

40.8

smoking
Yes

No

14

234

5.6

94.4

3.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에 따른 조직문화, 조직

구조, 감정노동, 직무만족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조직문화, 조직구조, 감정노동, 

직무만족은 Table 2와 같다. 조직문화는 5점 척도에서 

전체 평균 2.99이며, 성별은 남성 3.41로 높았다(p<.05). 

연령은 20-25세가 3.07, 경력은 6-10년이 3.08로 높게 

나타났다. 직종은 치과위생사가 3.04, 학력은 대학졸업

이 3.04가 높았다.(p<.05), 결혼여부는 미혼이 3.02로 기

혼 2.94보다 다소 높았다. 치과의료기관은  병원급 3.09, 

의원급 2.89으로 병원급이 높았으며, 직원수는 10명 초

과가 3.34, 수입은 2500만원이 3.18로 높았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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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흡연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인 특징

에 따른 조직구조의 전체 평균은  3.01이며 성별은 남성 

3.23으로 높았으나 연령, 경력, 직종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은 전문대 졸업이 3.01, 결혼여부는 기혼이 

3.09로 높았다. 치과의료기관은 병원급이 3.12, 의원급 

2.90으로 병원급이 높았으며, 근무자수는 10명 초과에

서 3.24로 높았다(p<.05), 수입, 음주, 흡연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감정노동의 전체 

평균은 2.98이며 성별은 여성이 2.99로 높았다. 연령은 

20-25세가 3.07, 경력은 1-5년이 3.12로 높게 나타났

다(p<.05). 직종는 치과위생사가 3.03, 학력은 전문대 졸

업이 3.02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3.09, 치

과 의료기관은 병원급이 3.13으로 높았다(p<.05). 근무

자 수는 10명 초과가 3.04, 수입은 2000만원 이하에서 

3.05로 높았다, 음주는 하는 경우 3.06으로 높았고

(p<.05), 흡연은 비흡연자가 2.99로 높았다. 일반적인 특

징에 따른 직무만족의 전체 평균은 3.28이며 성별은 남

성이 3.60, 연령은 30세 초과가 3.36, 경력은 10년 초과

가 3.42로 높게 나타났다. 직종은 기타를 제외한 치과위

생사가 3.27, 학력은 전문대 졸업이 3.34, 치과의료기관

은 병원급이 3.24로 높았다. 근무자 수는 10명 초과가 

3.72, 수입은 2500만원 초과가 3.56으로 높았다(p<.05) 

음주와 흡연은 큰 차이가 없었다.

Table 2.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structure, Emotional labor, Job Satisf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zation Division

Organizational 

culture

Mean(SD)

P

Organizational 

structure

Mean(SD)

P

Emotional 

labor

Mean(SD)

P

Job 

SatisfactionMe

an(SD)

P

gender       
Men

Female

3.41(.62)

2.97(.55)
.030*

3.23(.74)

3.00(.53)
.237

2.65(.82)

2.99(.71)
.178

3.60(.66)

3.00(53)
.282

Age              

    

20-25

26-30

30<

3.07(.53)

2.94(.53)

2.96(.60)

.330

3.03(.49)

3.03(.42)

2.97(.66)

.691

3.07(.76)a

3.15(.61)a

2.75(.70)b

.000

**

3.23(.79)

3.21(.81)

3.36(.95)

.467

career

1-5 year

6-10 year

10< year

2.98(.54)

3.08(.56)

2.87(.60)

.170

3.04(.48)

3.00(.52)

2.92(.73)

.499

3.12(.71)a

2.90(.65)a

2.61(.66)b

.000

**

3.22(.82)

3.30(.76)

3.42(1.09)

.425

working form

Dental hygienist

Nursing assistant

Etc

3.04(.54)a

2.77(.56)b

2.86(.61)b
.015*

3.01(.49)

2.97(.65)

3.09(.80)

.780

3.03(.68)

2.83(.84)

2.79(.70)

.174

3.27(.84)

3.12(.79)

3.73(1.06)

.076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2.72(.45)b

3.01(.57)a

3.04(.56)a
.023*

2.85(.46)

3.04(.58)

3.02(.49)

.261

2.86(.80)

3.02(.74)

2.97(.64)

.545

2.99(.65)

3.34(.94)

3.27(.78)

.147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3.02(.55)

2.94(.58)
.268

3.03(.47)

2.97(064)
.394

3.09(.72)

2.80(.66)

.002

**

3.21(.84)

3.38(.88)
.118

Types of dental  

institutions

hospital level

Clinic level

3.09(.55)

2.89(.55)

.004

**

3.12(.51)

2.90(.55)

.001

**

3.13(.65)

2.84(.74)

.001

**

3.24(.80)

2.89(.55)
.623

Number of 

employees

≤5

6-10

10<

2.90(.60)b

2.97(.46)b

3.34(.66)a

.001

**

3.00(.57)

2.96(.43)

3.24(.74)

.038*

2.97(.78)

2.99(.65)

3.04(.71)

.898

3.30(.92)b

3.14(.73)b

3.72(.93)a

.004

**

income
<20 million won

20-25 million won

25 million won≤

2.87(.48)b

2.98(.56)b

3.18(.62)a

.003

**

2.97(.45)

3.02(.52)

3.04(.67)

.673

3.05(.73)

2.98(.69)

2.88(.71)

.333

3.15(.87)b

3.21(.75)b

3.56(.95)a

.012

*

Drinking Yes

No

2.98(.56)

2.99(.56)
.887

3.02(.51)

2.99(.57)
.692

3.06(.68)

2.87(.74)
.045*

3.23(.87)

3.33(.83)
.379

smoking
Yes

No

3.03(.41)

2.98(.57)
.789

3.03(.50)

3.01(.54)
.879

2.92(.54)

2.99(.72)
.736

3.24(.45)

3.27(.88)
.883

Total Mean(SD) 2.99(.56) 3.01(.54) 3.28(.86) 2.98(.7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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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직문화, 조직구조, 감정노동, 직무만족의 상관

관계 

직무만족과 조직문화, 조직구조, 감정노동의 상관성

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조직문화와 조직구조가 유의수준 0.05에서 직무

만족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5). 

3.4 근무자 수, 수입, 직무만족과 조직문화, 조직구조, 

감정노동의 회귀분석

근무자 수, 수입, 조직문화, 조직구조, 감정노동이 직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 결과

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으며 Y(직무만족)= .907 + 

.106(조직구조)로 분석되었다. 즉 조직구조가 높은 경우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p<.05).

Table 3. Correlation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structure, Emotional labor, Job Satisfaction

Divisi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structure

Emotional 

labor

Job Satisfaction 1 .541(.000)** .359(.000)** .102(.108)

*p<.05 **p<.01 

Table 4. Regression Analysis between of  Number of employees, Income,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structure, Emotional labor, Job Satisfaction

Model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 ardized 

coefficients
t p Fairness statistics

B The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907 .291 3.117 .002
Tolerance 

limit
VIF

Number of employees (≤10:0, 10<:1) .106 .149 .040 .714 .476 .881 1.135

Income(<25 million won:0, 25 million 

won≤:1)
.141 .115 .070 1.228 .221 .876 1.141

Organizational culture .758 .106 .497 7.126 .000** .580 1.723

Organizational structure .162 .115 .103 1.409 .160 .532 1.879

Emotional labor -.144 .074 -.120 -1.935 .054 .736 1.359

*p<.05  **p<.01  subordination variable: Job Satisfaction F: 22.270 p: 0.000 R:0. 561 R2: 0.314

4. 고찰 및 제언

치과의료기관은 다양한 전문직종의 구성원들이 각자

의 영역에서 업무를 하면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종사들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조직구조, 감정노동, 직무만족 서로

의 상관성을 검증하고 조직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

인 직무만족에 조직문화, 조직구조, 감정노동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250

명 가운데 여성이 242(96.8%)명으로 치과종사자의 대

부분이 여성이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조직문화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 것은 남성이 3.41로 여성에 비

해 높았다[20]. 강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조직문화에 대

한 인식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즉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남성의 조직문화도 높게 분석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무 직종은 치괴위생사가 3.04로 치과조무

사보다 높았다. 치과종사자의 직종 중 치과위생사의 비

중이 많이 높고 이들의 조직문화가 다른 조직에 비해 잘 

형성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종학력은 대학졸업,  전

문대, 고졸 순위로 높게 분포되었다. 김과 김[21]은 조직

문화의 4개의 하위개념 중 위계지향문화가 학력이 높은 

경우 높다고 보고하였다. 즉 학력은 직장의 위계문화에 

영향을 주며 이는 조직문화를 높여준다고 판단된다. 치

과의료기관의 유형은 병원급이 3.09로 의원급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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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구성원의 수는 많을수록 높았다. 이는 오와 이[18]

와 동일한 결과이며 병원급은 의원급에 비해 구성원의 

수가 많으므로 조직체계가 더욱 견고하여 조직문화 또

한 높을 것으로 해석된다. 수입은 높을수록 높았다. 김

과 이[22]도 수입이 높을수록 조직문화가 높다고 보고하

였다. 수입은 경력이 높은 경우 높을 것으로 사료되면 

오랜 경력은 조직문화에 적응도가 높을 것이고 이는 조

직문화를 높이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

인 특징에 따른 조직구조는 치과 의료기관이 병원급인 

경우, 근무자 수가 높은 경우 유의하게 높게 분석되었다. 

오와 이[18]는 조직문화와 조직구조는 양의 상관성이 있

다고 보고하였다, 즉 조직문화가 높은 경우 조직구조도 

높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병원급과 근무자 수가 높은 경

우가 조직문화를 높여주는 변수이므로 이 변수가 조직

구조도 높여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인 특성과 따

른 감정노동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 것은 연력과 

경력이 낮은 경우 감정노동이 높게 나타났다. 고[23]은 

연령과 경력이 중간집단은 낮았고 낮거나 높은 집단에

서 감정노동이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연령과 경력은 지간적인 개념으로 연령

과 경력이 낮은 경우는 치과 의료기관에서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조직간에 환자간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령이나 경력이 높을수록 환자를 대하는 위

치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노동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혼여부는 결혼을 하지 경우 감정노

동이 높았다. 치과의료기관 유형은 병원급이 높았다. 윤

과 김[10]은 이와 반대인 결과를 보고하여 이에 대한 더

욱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음주는 음주

를 하는 경우 감정노동이 높게 분석되었다. 감정노동의 

스트레스의 해소방법이 음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직무만족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 것은 근무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높았다. 근

무자 수가 많을수록 구성원들 간의 감정스트레스가 높

을 것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정[24]도 치과위생사 수가 

많은 경우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

타냈다. 수입이 많은 경우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직무만족과 조직문화, 조직구조, 감정노동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직문화와 조직구조가 유의수준 0.05에서 

직무만족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권과 이[25]는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은 양의 상관관계를 있다고 하였으

며 오와 이[16]는 조직문화와 조직구조는 양의 상관성을 

보고하였듯이 긍정적인 조직문화와 조직구조는 직무만

족도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조직문화, 조직구조, 감정

노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

분석 결과 근무자 수, 수입, 조직문화, 조직구조, 감정노

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

석 결과 Y(직무만족)= .907 + .106(조직구조)로 분석되

었다. 즉 조직구조가 높은 경우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총괄적으로 긍정적인 조직문화는 직무의 만족도를 높

이지만 높은 감정노동은 직무만족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로서 치과의료기관에서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를 높이기 위해 조직구조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

하여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해야 하

며 감정노동을 줄이거나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 발 

및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의 치과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직문화, 조직구조, 감정노동이 직무만족과의 상관성과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조

직문화, 조직구조, 감정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

에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한 점에

게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치과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적인 특징을 다양한 변수들로 다양한 측면과 조직문화

의 하위개념별 차이점을 연구하지 못한 점과 일부 지역

에 국한되어 설문한 내용으로 일반화하는 점에서 한계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이에 대한 다양한 후속연구

들이 더욱 심도 깊게 이루어져 본 연구에 대한 타당성을 

재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조직구조, 감정노동, 직무

만족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향후 치과종사자들의 직무만

족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조직문화 및 조직구조의 개

발하고 감정노동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서 감정노동을 줄

이고 직무만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조직문화의 

전체 평균은 2.99이며, 남성, 치과위생사, 대학졸업,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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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급, 직원 수 10명 초과, 수입은 2500만원이 높았다

(p<.05). 조직구조의 전체 평균은 3.01이며 병원급, 근

무자수 10명 초과, 높았다(p<.05). 감정노동의 전체 평

균은 2.98이며 연령은 20-25세, 경력은 1-5년, 기혼, 

병원급, 음주를 하는 경우 높았다(p<.05). 직무만족의 전

체 평균은 3.28이며 근무자 수는 10명 초과, 수입 2500

만원 초과가 높았다(p<.05).

2. 직무만족과 조직문화, 조직구조, 감정노동의 상관

분석 결과 조직문화와 조직구조가 유의수준 0.05에서 

직무만족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5).

3. 근무자 수, 수입, 조직문화, 조직구조, 감정노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 결

과 Y(직무만족)= .907 + .106(조직구조)로 분석되었다

(p<.05).

연구결과 치과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는 함께 근무하는 조직원들 사이에 긍정적인 사고와 가

치를 높여주는 조직문화와 공동체로 묶어주고 단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직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감정노동의 줄이는 것 또한 직무만족을 높이

는데 영향을 줌으로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람

직한 조직문화 및 조직구조를 위한 노력과 감정노동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

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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