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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도, 내부역량, 근무환경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2019년 
5월~10월 까지 대구, 경북 일부 지역의 치과위생사 245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으며,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기술통계, ANOVA, Pearson's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조직몰입도, 내부역량, 근무환경 관련성 결과에서
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내부역량이 높고 근무환경이 좋은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도 및 내부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치과
병(의)원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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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measure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empowerment and working 
environment of dental hygienis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surveyed by 245 dental hygienists in 
Daegu and some areas of Gyeongbuk from May 2019 to October 2019. Technical statistics,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1.0 program. The result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empowerment and relevance to the working environment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indicating that the higher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dental hygienists, 
the higher the individual's empowerment and the better the working environment. The medical 
institution has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the empowermen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dental hygienists, and suggests the need to develop programs to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of 
dental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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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치과위생사란 지역주민과 구강질환을 가진 모든 사람

들에게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 등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전문인이며, 치과의사와 진료의 협력관계로 구
강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1]. 치과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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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치과 병(의)원에서 핵심 인적자원으로 최근에는 네트
워크 치과병원이 증가함에 따라 병원행정 및 병원 경영
에 참여하는 등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점차 변화되
고 있는 근무환경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자율성이 제공되고, 직업
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가 조성
되어야하며, 업무수행능력에 따른 관리자의 지지와 지원
이 필요하다[2].

조직몰입도란 개인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이 추
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대하여 신뢰하고 조직의 구성원으
로써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3]. 조직몰입도가 
높은 구성원은 조직에 잔류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조직을 
위하여 긍적적인 행동을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근이나 이직 등을 자제한다[4]. 또한 조직몰입도는 조
직에서 개인의 역할이 모호할 때 오는 갈등과 스트레스
를 조절해 줌으로써 개개인의 직무 만족을 향상 시켜 최
대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5]. 

내부역량은 조직구성원이 직무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
고 임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자신이 담당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을 갖게 하여 구성
원에게 무력감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성취감과 사명감
을 주어 변화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
움을 주는 것이다[6]. 또한 내부역량은 조직몰입을 설명
하는 중요한 변수로 내부역량이 높을수록 조직몰입도도 
높게 나타났고[7], 양의[8] 선행연구에서는 내부역량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동기부여가 높아지며 업무성과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치과위생사는 근무환경이 좋아야 효율적이고 긍정적
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직무에 만족할 수 
있다. 권 등[9]의 선행 연구에서 근무환경이 조직몰입도
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근무환경이 충족되
지 못하면 직장이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도, 내부
역량, 근무환경의 관계를 규명하여 치과위생사의 근무환
경 개선과 내부역량 및 조직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을 모색하고, 의료기관의 제도적인 개선과 인적자원 관리
의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치과위생의 조직몰입도, 내부역량, 근무환
경을 연구하여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5월 ~ 10월 까지 대구, 경북 일부

지역의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거나, 2019년 5월과 6월
에 대구, 경주에서 실시된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허락한 치
과위생사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즉시 회수하였으며, 연
구 참여를 거부하는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대상자의 표본 수는 G*power 3.1.9.2를 이용하여 효
과크기=0.5, 유의수준 α=0.05, power=0.95로 정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 수는 200장 이상이 요구되었
으며 설문지 회수를 고려하여 2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에서 미응답 문항이 많은 13
장을 제외한 232장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일반적인 특성 3문항, 근무특성 6문항, 조

직몰입도 15문항, 내부역량 12문항, 근무환경 17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조직몰입도는 연[11]의 선행논문을 참고
하였고, 문항별 측정은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에 대한 애착 및 목표 달성감이 높음을 나
타내고, 내부역량은 정 등[12] 선행논문을 참고하였으며, 
의미성(meaning, 3문항), 역량(competence, 3문항), 
영향력(impact, 3문항), 자기 결정력(self-determination, 
3문항)을 포함하는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부역량이 높음을 
나타낸다. 업무환경은 김 등[13] 의 선행논문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4 설문조사 방법
설문조사자는 설문조사 경력이 있는 치위생학과  교수 

1인, 치과위생사 1인, 치위생학과 3학년 학생 2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치위생학과 교수 1인이 사전
교육훈련 하였다.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자 4인은 
1:1에서 1:5까지 설문지를 배부하고 직접 작성하도록 한 
뒤 즉시 회수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대구‧경북 위치한 
치과병(의)원에 전화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
였고 필요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치과위생사의 자발적
인 참여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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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istic N(%)
Organizational
commitment Empowerment

M±SD p M±SD p

Medical institution Clinic
Hospital

192(82.8)
40(17.2)

3.37±0.48
3.56±0.53 0.024* 4,76±0.87

4.86±0.68 0.457

Position staff
Supervisor

213(91.8)
 19(8.2)

3.36±0.46
3.84±0.60 0.000*** 4.72±0.84

5.37±0.57 0.001

Career
(year)

≦2
3~5
6~10
10≦

71(30.6)
96(41.4)
48(20.7)
17(7.3)

3.35±0.38
3.34±0.47
3.55±0.43
3.56±0.95

0.030*

4.57±0.66
4.61±0.63
5.07±1.00
5.80±1.09

0.000

Position part dental parlor
reception 

192(82.8)
40(17.2)

3.31±0.42
3.83±0.58 0.000*** 4.66±0.77

5.33±0.94 0.000

working days 5 day
6 day   

173(74.6)
59(25.4)

3.42±0.47
3.34±0.48 0.306 4.83±0.90

4.64±0.61 0.133

Income
(won)

≦200
200~249
250≦ 

97(41.8)
111(47.8)
24(10.3)

3.46±0.48
3.34±0.50
3.47±0.50

0.183
4.73±0.72
4.83±0.96
4.72±0.68

0.688

*p<.05 **p<.01 ***p<.001

Table 2. Organizational commitment, Empowerment, in accordance with the Workingl characteristics

2.5 자료분석
일반적인 특성 및 근무환경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근무환경과 조직몰입도의 관계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
다. 근무환경과 조직몰입도의 항목별 평균의 차이를 검증
하기 위하여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
며, One-way ANOVA에서 통게적 유의성을 보인 집단
은 사후 검증은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직몰입도, 
내부역량, 근무환경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나이에서 25세 미만이 25.0%, 

26~30세가 52.2%, 31세 이상이 22.8%로 나타났고, 결혼
은 기혼이 70.3%, 미혼이 29.7%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졸업이 60.3%, 대학교 졸업 이상이 39.7%로 나타
났다. 의료기관 유형에서 치과의원이 82.8%, 치과병원이 
17.2%로 나타났고, 직위는 평직원이 91.8% 팀장급 이상이 
8.2%로 나타났다. 임상경력은 2년 미만이 30.6%, 3~5년이 
41.4%, 6~10년이 20.7%, 10년 이상이 7.3%로 나타났고, 
진료영역은 진료실 영역이 82.8%, 접수 및 상담 영역이 
17.2%로 나타났으며, 근무형태는 주 5일이 74.6%, 주 6일
이 25.4%로 나타났고, 월급은 200~249만원이 47.8%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
≥25
26-30
31≥

 58(25.0)
121(52.2)
 53(22.8)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163(70.3)
69(29.7)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140(60.3)
92(39.7)

Medical institution Clinic
Hospital

192(82.8)
 40(17.2)

Position staff
Supervisor

213(91.8)
  19(8.2)

Career
(year)

≦2
3~5
6~10
10≦

71(30.6)
96(41.4)
48(20.7)
17(7.3)

Position part dental parlor
reception 

192(82.8)
40(17.2)

working days 5 day
6 day   

173(74.6)
59(25.4)

Income
(won)

≦200
200~249
250≦ 

97(41.8)
111(47.8)
24(10.3)

Total 232(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3.2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도와 내부역량 
치과위생사들의 근무특성과 조직몰입도의 관계를 살

펴보면 의료기관 유형에서 치과의원은 3.37, 치과병원은 
3.56으로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
도가 높게 나타났고 (p<0.05), 직위에서는 평직원 3.36, 
팀장 이상 3.84로 팀장 이상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p<0.000). 임상경력에서는 10년 이상에서 3.56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p<0.05), 진료영역에서도 접수 및 상담
에서 3.83으로 조직몰입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p<0.000). 
근무형태, 월급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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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ce variable Organizational commitment  Empowerment Working environ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1

Empowerment 0.430*** 1

Working environment 0.552*** 0.649*** 1

***p<.001

Table 5. Correlation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empowerment, working environment

Characteristics M±SD

The manager or dental ledger should talk to the staff about daily problems and tasks 3.59±0.41

Opportunities for career development and development are provided 3.37±0.82

Opportunities for promotion are given 3.42±0.81

There is an opportunity for the general staff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 on policies 3.32±0.65

The manager or dental ledger listens and responds to the dental hygienists interests 3.62±0.69

There is an education program for the new dental hygienists 3.25±0.52

Managers or dental ledger expects dental hygienists to have a high level of work skills. 3.63±0.48

Works with a very clinically capable fellow dental hygienist 3.67±0.79

There are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education programs for dental hygienists. 3.16±0.72

The manager or dental ledger is supportive. 3.43±0.55

The manager has good work skills and leadership 3.81±0.57

Receive praise and recognition for the performance of outstanding work 3.60±0.62

Have ample time and opportunity to discuss task-related issues with your colleague 3.58±0.86

Sufficient support services (management support, cleaning business, etc.) are available to focus on the work of the employee 3.44±0.72

There is enough dental hygienists to do their jobs. 3.23±0.41

In the workpla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cal staff and dental hygienists is good 3.78±0.68

The medical team and the dental hygienist will work together well 3.86±0.48

Table 4. Working environmen by question

근무특성과 내부역량의 관계에서 의료기관유형은 치
과병원에서 4.86, 직위는 팀장에서 5.37 로 높게 나타났
고, 임상경력에서는 2년 미만이 4.57, 10년 이상이 5.80
으로 연차가 높을수록 내부역량도 높게 나타났다
(p<0.000). 진료영역은 진료파트에서 4.66, 접수 및 상담
에서 5.33으로 나타났고(p<0.000), 근무형태, 월급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3.3 대상자의 근무환경 영역별 점수 
대상자의 근무환경 영역별 점수는 치과위생사의 지지‧

지원영역 3.20, 의료기관의 제도적인 영역 3.43, 업무수
행 영역 3.53, 관리자의 능력 및 리더쉽 영역 3.62, 팀워
크 영역 3.82로 나타났다. Table 3

Characteristics M±SD

Institutional part 3.43±0.64

Support part 3.20±0.79

Administrator ability & Leadership part 3.62±.047

Conduction of business part 3.53±0.48

Teamwork part 3.82±0.61

Table 3. Working environment  by subject area

3.4 대상자의 근무환경 문항별 점수
대상자의 근무환경 문항별 점수는 ‘의료진과 치과위생

사의 팀워크가 잘 이우러 진다’가 3.86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관리자는 업무능력과 지도력을 잘 갖추었다’가 
3.81로 나타났으며, 하위 문항은 ‘ 치과위생사를 위한 전
문성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가 3.16으로 가장 낮
게 나타났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치과위생사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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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다’가 3.23, ‘신입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가 3.25로 나타났다. Table 4

3.5 조직몰입도, 내부역량, 근무환경의 상관관계 
조직몰입도, 내부역량, 근무환경의 결과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내부역량이 높고 근무환경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
다. Table 5

4. 논의

치과위생사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개인의 내부적인 문제와 능력인 자기효능감, 직무만
족, 자기개발요구도 등에 대한 선행 연구[14,15]는 많이 
이우러져 본 연구에서는 치과병(의)원에 근무 중인 치과
위생사 개인의 환경이 아닌 치과병(의)원의 조직몰입도, 
내부역량, 근무환경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도를 살펴보
면 치과병원에서 근무 할 경우 3.56으로 치과의원보다 
높게 나타났고, 직위에서는 평직원보다 팀장급 이상이 
3.84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임상경력에서는 10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 경력이 
높을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이 등
[16]과 김 등[17] 연구와도 같은 결과임을 확인하였고, 
김[13] 등의 연구에서는 근무시간이 조직몰입도에 영향
을 주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내부역량은 직위, 임
상경력, 진료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선행연구[18,19]와 비교해보면 직위와 임상경력은 일
치하였으나 연봉, 학력 등은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서 조직몰입도와 내부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직위, 임상경력, 진료영역으로 나타나 치과위생사들의 사
직과 이직을 줄이고 좋은 직장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소속감
을 줄 수 있어야하며 장기근속 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할 것이다. 또한 직위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하며 임상경력 낮고 진료실에서 근무 중인 치과위생
사가 조직의 목표나 목적을 수행하는데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고, 업무에 관련된 의사결정권에 
대하여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도 등[20]의 연구에서 조
직공정성, 동기부여, 재직의도가 상관관계로 나타나 치과
위생사들의 재직의도를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

과 조직공정성을 토대로 한 근무환경을 조성을 강조하였다.
근무환경은 삶의 질과 직무만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이며, 이직,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미친다[21-24]. 본 연
구를 통하여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을 만족시키는 요인
은 관리자의 업무능력과 팀워크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은 치과위생사의 지지‧지원영역이 3.20으로 가장 낮게 나
타났고, 개별 문항에서도 ‘치과위생사를 위한 전문성 개
발 및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치과위
생사의 수가 충분하다’, ‘신입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순으로 낮게 나타나 선행논문[13]과도 일치 하였
다. 이에 근무환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치과원장 및 
관리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리더십을 갖추고 치
과위생사를 위하여 경력개발 및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야한다.          

조직몰입도, 내부역량, 근무환경 관련성 결과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도가 높
을수록 개인의 내부역량이 높고 근무환경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조직몰
입도와 내부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지지
와 성취감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승진제도, 장기근속포
상 등의 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으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표뵨이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표본수가 작아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설문문항이 많아 응답편이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조직몰입도, 내부역량 및 근무환경은 서로 상관관계로 나
타나 의료기관에서는 조직몰입도와 내부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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