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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ofJobStressandSelf-efficacyontheOrganizational

CommitmentamongDentalHygienists

Park,JeongHwa

Advisor:Prof.Ryu,SoYeon,MD,Ph.D.

DepartmentofPublic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University

Objectives:Thisstudywasperformedtoidentifytheassociationofjob

stressincluding job demand and job autonomy,and self-efficacy with

organizationalcommitmentamongdentalhygienists.

Methods:Thestudy subjectswere398dentalhygienistsworking at

dentalclinicsinGwangju.Thedatawerecollectedby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composed of questions about generaland work-related

characteristics,job stress,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commitment.

Theusedstatisticalanalysisweret-test,ANOVA,Pearson'scorrelation

analysisandmultipleregression analysistofindtheassociated factors

withorganizationalcommitment.

Results :The means oforganizationalcommitment,job demand,job

autonomy andself-efficacy were57.14±11.04,33.10±4.67,58.48±7.66,and

55.91±6.84,respectively.In simple analysis,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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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Dentalhygienists,Jobstress,OrganizationalCommitment,

Self-efficacy

variables with organizational commitment were age, marital status,

educationallevel,residentialtype,income,theircareers,positionsandstate

ofemployeewelfareinclinics.Organizationalcommitmenthadstatistically

significantpositivecorrelationwithjobautonomy(r=0.482,p＜0.001)and

self-efficacy (r=0.328,p＜0.001).In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organizationalcommitmentwasstatisticallysignificantassociated

with job autonomy (β=0.391,p＜0.001),self-efficacy (β=0.235,p＜0.001),

stateofemployeewelfare(β=9.846,p＜0.001)and duration ofworking

career(β=2.849,p=0.040).

Conclusions :To increase the organizationalcommitmentofdental

hygienist,thesystemsandpoliciesindentalclinicsmightbedevelopedin

considerationoftheassociatedfactorswhichwereidentifiedinthis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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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최근 구강보건 의료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치과 의료기 의 증가와 함께 치과의

형화 문화가 가속화되었으며,치과 의료기 의 입장에서는 환자 심의 서

비스를 증가시키기 한 방안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치과 생사에

게 필요한 능력 역시 단순한 기술이나 기능에 을 두는 것에서부터 방,교육,

인 계 기술,경 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로 폭 넓게 환이 되는 등 치과 생사에

한 사회 요구와 병원 내에서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으며,의료기 간의 인력확

보 경쟁도 심해지고 있다(강부월 등,1999).더불어 고객의 요구가 더욱 더 증하

게 되면서 병원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료기 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

상시키고 경 의 합리화를 기하기 해 병원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모

든 의료기 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의 하나라고 여기고 있다(박원우,1997).

이를 해서 치과 의료기 에서는 치과 생사를 비롯한 숙련된 직원의 역할이

요하며,이는 양질의 치과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생산성 향상에 직결되므로 지속

인 인력 리가 매우 요하다(정미경,2013).지속 인 인력 리가 될 수 있도록 하

기 해서는 치과 조직구성원 특히 치과 생사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의료기

에 해 애착을 갖고, 정 으로 평가하며 조직의 목표를 수용하고 소속감과 일체

감을 갖는 등 의료기 과 심리 결속상태를 의미하는 조직몰입도를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Mowday등,1982;Mowday등 1979).

조직몰입도가 높은 조직구성원의 경우 조직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고,조직에

남아 있으려는 욕망이 크며,조직의 목표 달성에 계속 기여하기 한 노력을 기울

인다고 하 다(이은 ,2010).치과 의료기 의 경우 인력 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가와 병원 경 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해서는 구성원의 조직몰입도와 련된

요인을 악하고,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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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통해 조직몰입도와 련이 있는 요인으로 제안된 것은 개인 특성,

직무나 역할 련 요인 작업 경험 등이다(Mowday등,1982).이 자기효능감

은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 해 필요한 동기와 인 자원 행

동 차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 가에 한 자신의 단 는 신념을 말하는

것으로(Bandura,1986),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극 인 태도가 발휘되어 자신의

성과와 조직에 한 충성심이 향상되고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해 낼 수 있다고 하

다(정미경,2013;김혜경 등,2012;강옥희,2006).

상호 동 작업을 통해 상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병원 조직은

업무 특성으로 인해 타 직종에 비해 상 으로 직무 스트 스가 높다고 할 수

있다(한애경 등,2007).특히 치과 생사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따른 부담

감,고도의 긴장감과 주의력,과 한 업무량,불분명한 업무의 분업화 등으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직무스트 스를 받고 있다고 보고되었다(신민우,2006).

업무상 어느 정도의 스트 스는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고 개인의 성장과 생산성

증가에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스트 스가 계속되어 만성 으로 되면 그 스

트 스를 이기지 못하여,업무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하되고 부정 인 직업 을

갖게 된다(이인석 등,2007;박문수,2004).선행 연구를 통해 제시된 직무스트 스

는 업무량 과 ,역할 갈증,업무상 갈등,부 한 우,작업환경 등과 련되어

심리 생리 불균형 상태를 측정하는 경향이 많았고,이는 업무만족,이직 등

과 련해 부정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허성은,2010;이인석 등,

2007;박문수,2004).

그러나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직무스트 스 수 은 자신이 속해있는 직업의 특

성과 련하여 업무의 과 함과 그러한 요구에 직면한 개인의 의사 결정에 한

자율성 범 와 련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하 다(장세진,2005;Aneshensel,

1992;Karasek,1988).이런 의미에서 치과 생사가 경험하는 직무요구도와 직무수

행의 자율성 측면에서 살펴 본 직무스트 스가 직무에 한 성과라 단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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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몰입도와의 련성을 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직

무스트 스는 자기효능감과도 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강귀 ,2010),직무스

트 스를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율성 측면으로 구분하고,자기효능감을 함께 고려한

상태에서 치과 생사의 조직몰입도와 어떠한 련이 있는지를 악하는 것은 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 병․의원 치과 생사들을 상으로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율

성으로 측정되는 직무스트 스와 자기효능감 정도를 악하고,조직몰입도에 미치

는 향을 연구함으로써 치과 생사 인력 치과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치

과 의료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름과 치과 생사의 조직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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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연구방법

A.연구 상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4년 10월 재,G 역시에 개원 인 것으로 확인된 치과 병·의원

549개에 근무하는 치과 생사 1240명을 연구 모집단으로 정의하 다.연구수행을

해 치과 병·의원을 5개 구별로 병원의 규모를 고려하고,균등하게 분포하도록 각

각 10-15개씩을 선정하 고,이들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 생사를 상으로

조사하 다.자료 수집은 2014년 10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하 으며,연구

자가 선정된 각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거나 화로 하여 표 치과 생사에게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설명한 후 조사 조를 구하 다.조사 참여를 허락한 치과

병·의원의 치과 생사를 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 으며,400명의 치 생사로부터

조사 참여 동의서와 설문지를 회수하 다.이 응답이 불충분했던 2명을 제외한

398명을 최종 연구 상으로 정의하 다.

B.연구도구

자료의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고,설문지의 구성은 치과 생사의 일

반 특성 12문항,근무 특성 17문항,직무스트 스 측정도구 14문항,자기효능감

측정도구 14문항,조직몰입도 측정도구 18문항 등으로 하 다.

1.일반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은 연령,혼인상태,종교,학력,음주,운동,식사,주거

형태 등을 조사하 다.연령은 만 나이를 조사하여,21-24세,25-29세,30-34세,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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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으로 분류하 고,혼인상태는 미혼과 기혼으로 제시하 다.종교는 재 종

교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 고,학력은 문 학 졸업, 문 졸업 후 공심

화과정을 거친 경우,4년제 학 졸업, 학원에 재학 는 졸업한 경우로 조사하

다.음주는 음주 빈도를 조사하 으나 본 연구 분석에서는 음주여부로 재분류하

고,운동은 일주일 간의 운동 일수를 조사하여 안한다,주 1-3회,주 4회 이상으

로 분류하 다.근무 의 식사여부를 조사하여 잘못함,불규칙 으로 함,규칙 으

로 함으로 분류하 고,주거형태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자가)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자취 등)으로 조사하 다.

2.근무 특성

근무 특성은 월 여,총 근무경력, 근무지 경력,이직경험,이직횟수,근무시

간(일),의료기 ,고용형태,근무부서,직 ,근무형태,직원복지 등을 조사하 다.

월 여는 149만원 이하,150-199만원,200-249만원,250만원 이상으로 분류하 고,

총 근무경력과 근무지 경력은 2년 미만,2-4년,5-9년,10년 이상으로 제시하

다.이직경험은 이직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제시하 고,이직횟수는 없음,

1회,2회,3회 이상으로 분류하 다. 재 근무하는 치과 병․의원의 유형은 개인

치과의원,공동개원 치과의원,치과병원으로 분류하 고,근무시간은 법정 근무시간

인 8시간을 기 으로 8시간 미만인 경우와 8시간 이상인 경우로 제시하 다.고용

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제시하 으며,근무부서는 진료실,원무실,상담실,

행정실로 분류하 다.직 는 일반 치 생사와 장 ,실장 이상 치 생사로 제

시하 다.근무형태는 주 6일제,주 5일제,기타로 분류하 고, 상자가 인식하는

치과병․의원의 직원복지는 나쁜 편,보통,좋은 편으로 조사하 다.

3.직무스트 스

본 연구에서서 직무스트 스는 Karasek등(1988)의 고용 특성에 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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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직무내용 설문지(JobcontentQuestionnaire:JCQ)를 장세진(2001)이 우리나

라의 근무 환경에 맞게 번역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단축형 한국인 직무스트 스 측

정도구 14문항을 사용하 다.

문항의 구성은 직무요구도는 5문항(Q1-Q5)으로 구성되었고 직무자율성은 의사

결정 권한 3문항과 기량의 활용성 6문항으로 총 9개 문항(Q6-Q14)으로 구성되었

다.총 14개의 항목에 해 ‘항상 그 다’,‘자주 그 다’,‘가끔 그 다’,그리고 ‘

그 지 않다’인 Likert4 척도로 응답하게 하 으며,각각에 해 정의 문항

은 1-2-3-4 을 부여하 고,부정의 문항은 4-3-2-1로 재코딩하여 문항을 평가하

다.다음의 수 산정방식에 따라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율성을 산정하 다

(Karasek등,1988).

직무요구도 =[(Q1+Q2)*3)]+[(Q3+Q4+Q5)*2]

직무자율성 =[(Q6+Q7+Q8)*4]+[(Q9+Q10+Q11+Q12+Q13+Q14)*2)]

의 산출식에 의해 구한 직무요구도 수가 높으면 직무에 한 심리 부담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하고,직무자율성 수가 높으면 직무에 한 의사결정의 권한이

높고 자신의 기량 활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도구의 신뢰도는 장세진(2005)의 연

구에서는 직무요구도,직무자율성의 Cronbach'salpha는 각각 0.59와 0.75 으며,

본 연구에서는 직무요구도의 Cronbach'salpha는 0.57,직무자율성은 Cronbach's

alpha가 0.65이었다.

4.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원하는 결과를 실 시키기 하여 필요한 행동들을 성공 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지에 한 개인의 확신에 해당하는 개념으로(Bandura,1977),

본 연구에서는 안은경(1998)의 자기효능감 25문항 도구를 정지 (2006)이 14문항으

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이 도구는 ‘ 그 지 않다(1 )’,

‘그 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약간 그 다(4 )’,‘매우 그 다(5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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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Likert5 척도로 측정하 다.문항 당 수의 합을 구하여 사용하고,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도구의 신뢰도는 정지 (2006)의 연

구에서는 Cronbach'salpha가 0.94이었고,본 연구에서는 Cronbach'salpha가 0.90

이었다.

5.조직몰입도

조직몰입도는 개인이 조직에 애착을 가지고 조직의 목표나 가치를 동일시하며,

오랜 시간 조직에 남아 자신의 의무를 다해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애착

심이다(Mowday등,1979).본 연구에서는 Allen과 Meyer(1990)가 개발하고,최지

(2010)이 수정·보완한 조직몰입도 18문항을 사용했다.본 도구는 3개의 하 역

인(정서 몰입,지속 몰입,규범 몰입)으로 구성되었으며,각 문항은‘ 그

지 않다(1 )’,‘그 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약간 그 다(4 )’,‘매우

그 다(5 )’까지 Likert5 척도로 측정하 다.문항 당 수의 합을 조직몰입도

로 구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도구의 신뢰도

는 최지 (201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가 0.87이었고,본 연구에서는

Cronbach'salpha가 0.92 다.

C.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에 한 분석은 SPSSwin18.0 로그램을 사용하 다. 상자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제시하 다.직무스트 스,자기효능감,조직몰입

도는 평균과 표 편차 등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고,Cronbach'salpha계수 값

을 이용하여 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상자의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도

의 차이는 t-검정이나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검정하 고,직무스트 스와 자기효능

감과 조직몰입도와의 상 계는 Pearson의 상 분석을 이용하 으며,최종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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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도와 련이 있는 변수를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단순

분석에서 조직몰입도와 유의한 련이 있었던 상자의 특성 연령,총 근무경

력, 근무지 경력은 이들 변수간의 상 계를 고려하여 근무지 경력만을 독

립변수에 포함하여 분석하 고,직 ,월 여,고용형태 에서는 직 만을 포함하

여 분석하 다. 한 독립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는 가변수 처리를 하여 분석하

고,본 연구에서 통계검정을 한 유의수 은 α=0.05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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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결과

A.연구 상자의 특성

1. 상자의 일반 특성

상자인 치과 생사는 체 여성이었고,평균 연령은 27.14±5.5세 다.연령은

21-24세인 경우가 39.4%로 가장 많았으며,25-29세인 경우는 35.4% 다.혼인상태

는 미혼인 경우가 78.4%이었고,종교는 없는 경우가 62.3%,학력은 문 학 졸업

이 73.6%로 가장 많았다.음주를 하는 경우는 80.2%,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52.5%이었다.식사여부는 규칙 으로 하는 경우가 69.3%이었고,주거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81.2%이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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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자의 일반 특성 분포

변 수 구 분 N %

연령(세)

21-24 157 39.4

25-29 141 35.4

30-34 64 16.1

35이상 36 9.0

혼인상태

미혼 312 78.4

기혼 86 21.6

종교

없음 248 62.3

있음 150 37.7

학력

문 학 졸업 292 73.6

문 + 공심화 72 18.1

4년제 졸업 21 5.3

학원(재)졸업 12 3.0

음주

안한다 79 19.8

한다 319 80.2

운동(주)

안한다 209 52.5

1-3회 158 39.7

4회 이상 31 7.8

식사

잘못함 24 6.0

불규칙 98 24.6

규칙 276 69.3

주거형태

자가 323 81.2

자취 등 75 18.8

합 계 398 100.0



- 11 -

2. 상자의 근무 특성

상자의 근무 특성을 보면,월 여는 150-199만원이 46%로 가장 많았고,총 근

무경력은 5-9년차가 28.9%로 가장 많았으나, 근무지 경력에서는 2년 미만이

41%로 월등히 높았다.이직경험은 없는 경우가 60.1% 고,근무시간은 8시간 이상

이 83.4% 다.근무하는 의료기 은 단독 개인 치과의원이 38.9%로 가장 많았고,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85.7% 다.근무부서는 진료실이 87.7%로 가장 많았고,직

는 일반 치 생사가 72.9%,근무형태는 주 6일제인 경우가 54.5%,직원복지는 보통

인 경우가 61.3%로 가장 많았다(표 2).

표 2. 상자의 근무 특성 분포

변 수 구 분 N %

여(만원/월)

149이하 131 32.9

150-199 183 46.0

200-249 61 15.3

250이상 23 5.8

총 근무경력(년)

2미만 101 25.4

2-4 108 27.1

5-9 115 28.9

10이상 74 18.6

근무지 경력(년)

2미만 163 41.0

2-4 117 29.4

5-9 85 21.4

10이상 33 8.3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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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

변 수 구 분 N %

이직경험

없음 239 60.1

있음 159 39.9

이직횟수

없음 239 60.1

1회 82 20.6

2회 41 10.3

3회 이상 36 9.0

근무시간(일)

8시간 미만 66 16.6

8시간 이상 332 83.4

의료기

개인 치과의원 155 38.9

공동개원 치과의원 144 36.2

치과병원 99 24.9

고용형태

정규직 341 85.7

비정규직 57 14.3

근무부서

진료실 349 87.7

원무실 24 6.0

상담실 15 3.8

행정실 10 2.5

직

일반 치과 생사 290 72.9

장 치과 생사 56 14.1

실장 이상 치과 생사 52 13.1

근무형태(주)

6일제 217 54.5

5일제 174 43.7

기타 7 1.8

직원복지

나쁜 편 43 10.8

보통 244 61.3

좋은 편 111 27.9

합 계 39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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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평균±표 편차

직무스트 스

직무요구도( ) 33.10±4.67

직무자율성( ) 58.48±7.66

자기효능감( ) 55.91±6.84

조직몰입도( ) 57.14±11.04

B. 상자의 직무스트 스,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도

상자의 직무스트 스,자기효능감,조직몰입도의 평균±표 편차를 보면,직무스

트 스의 역 직무요구도는 33.1±4.67 (범 :12-48),직무자율성은 58.48±7.66

(범 :24-96)이었다. 자기효능감은 55.91±6.84 (범 :14-70), 조직몰입도는

57.14±11.04 (범 :18-96)이었다(표 3).

표 3. 상자의 직무스트 스,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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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상자 일반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도 비교

치과 생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도의 수를 비교한 결과,연령,혼인

상태,학력,음주여부,주거형태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연령에

따른 조직몰입도 평균은 21-24세는 54.79±10.01 ,25-29세는 56.63±10.36 ,30-34

세는 59.26±11.84 ,35세 이상은 65.63±12.03 으로 연령에 따라 조직몰입도가 유

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1),혼인상태에 따른 조직몰입도는 미혼인 경우에

55.65±10.24 ,기혼인 경우에는 62.56±12.14 으로 혼인상태에 따라 조직몰입도는

차이가 있었다(p＜0.001).학력에 따른 조직몰입도 수는 문 학을 졸업한 경우

57.32±10.72 , 문 + 공심화 졸업한 경우 54.70±12.51 ,4년제 졸업 58.33±7.94

, 학원(재)졸업 헌 경우 64.83±11.02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021),음주를 안 하는 경우에 59.36±10.91 ,음주를 하는 경우는 56.59±11.01

으로 조직몰입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46),주거형태에 따른

조직몰입도 수는 자가 거주하는 경우는 57.89±10.70 ,자취 등인 경우에는

53.93±11.94 이었고,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5).종교,운동,식사

에 따른 조직몰입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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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일반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도

변 수 구 분
조직몰입도( )

평균±표 편차 p-값

연령(세)

21-24 54.79±10.01 ＜0.001

25-29 56.63±10.36

30-34 59.26±11.84

35이상 65.63±12.03

혼인상태

미혼 55.65±10.24 ＜0.001

기혼 62.56±12.14

종교

없음 56.62±10.14 .251

있음 58.00±12.36

학력

문 학 졸업 57.32±10.72 .021

문 + 공심화 54.70±12.51

4년제 졸업 58.33±7.94

학원(재)졸업 64.83±11.02

음주

안한다 59.36±10.91 .046

한다 56.59±11.01

운동(주)

안한다 57.18±10.21 .299

1-3회 57.65±44.70

4회 이상 54.29±12.72

식사

잘못함 53.12±9.85 .091

불규칙 56.27±11.54

규칙 57.80±10.89

주거형태

자가 57.89±10.70 .005

자취 등 53.93±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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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상자 근무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도 비교

치과 생사의 근무특성에 따른 조직몰입도 수를 비교한 결과,월 여,총 근

무경력, 근무지 경력,고용형태,근무부서,직 ,직원복지에 따라 조직몰입도 평

균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월 여에 따른 조직몰입도 수는 149만

원 이하인 경우 54.22±10.31 ,150-199만원인 경우 56.64±10.38 , 200-249만원인

경우 60.08±10.43 ,250만원 이상인 경우 70.04±11.46 으로 소득수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1), 총 근무경력은 2년 미만인 경우

54.17±10.71 ,2-4년인 경우 56.30±9.59 ,5-9년인 경우 56.13±10.55 ,10년 이상

인 경우는 64.01±11.58 이었고,조직몰입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01). 근무지 경력은 2년 미만인 경우 53.88±10.87 ,2-4년인 경우

58.05±9.36 ,5-9년인 경우 58.61±11.51 ,10년 이상인 경우 66.30±9.91 이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고용형태에 따른 수는 정규직인 경

우 57.96±11.13 ,비정규직인 경우 52.28±9.12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p＜0.001),근무부서는 진료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56.26±10.76 으로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그리고 직 가 일반 치 생사인 경우

55.35±10.23 , 장 은 57.71±10.54 ,실장 이상은 66.51±11.27 으로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직원복지 수는 나쁜 편인 경우 49.93±11.67

,보통인 경우 55.52±9.52 ,좋은 편인 경우 63.52±10.96 으로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001).그러나 이직경험,근무시간,의료기 과 근무형태에

해서는 조직몰입도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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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구 분
조직몰입도( )

평균±표 편차 p-값

월 여(만원)

149이하 54.22±10.31 ＜0.001

150-199 56.64±10.38

200-249 60.08±10.43

250이상 70.04±11.46

총 근무경력(년)

2미만 54.17±10.71 ＜0.001

2-4 56.30±9.59

5-9 56.13±10.55

10이상 64.01±11.58

근무지 경력(년)

2미만 53.88±10.87 ＜0.001

2-4 58.05±9.36

5-9 58.61±11.51

10이상 66.30±9.91

이직경험

없음 57.08±10.13 .891

있음 57.24±12.31

근무시간

8시간 미만 57.04±11.88 .934

8시간 이상 57.16±10.88

의료기

개인치과 의원 57.23±12.46 .368

공동개원 치과의원 57.92±9.20

치과병원 55.88±11.11

고용형태

정규직 57.96±11.13 ＜0.001

비정규직 52.28±9.12

표 5.근무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도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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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구 분
조직몰입도

평균±표 편차 p-값

근무부서

진료실 56.26±10.76 ＜0.001

원무실 62.00±11.62

상담실 62.53±11.06

행정실 68.10±9.37

직

일반 치과 생사 55.35±10.23 ＜0.001

장 치과 생사 57.71±10.54

실장 이상 치과 생사 66.51±11.27

근무형태(주)

6일제 56.09±11.19 .112

5일제 58.42±10.86

기타 58.14±8.11

직원복지

나쁜 편 49.93±11.67 ＜0.001

보통 55.52±9.52

좋은 편 63.52±10.96

(계 속)



- 19 -

직무스트 스
자기효능감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직무스트 스

직무요구도 1.0

직무자율성
-.103

(0.041)
1.0

자기효능감
.063

(0.21)

.385

(<0.001)
1.0

조직몰입도
-.094

(0.061)

.482

(<0.001)

.328

(<0.001)

E.직무스트 스,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도의 상 계

직무스트 스의 하 역인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율성,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도

간의 피어슨의 상 분석 결과,조직몰입도는 직무자율성(r=.482,p＜0.001)과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 고,자기효능감(r=.328,p＜0.001)과도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었다.즉,직무자율성과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조직몰입도가 증가

하 다.그러나 조직몰입도와 직무요구도(r=.-,094p＜0.061)의 상 계는 음의 상

계가 있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6).

표 6.직무스트 스,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도의 상 계

상 계수(p-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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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조직몰입도 련 요인

본 연구의 단순분석에서 p<0.1수 에서 조직몰입도와 련이 있었던 변수인 연

령,혼인상태,학력,음주,주거형태, 근무지 경력,고용형태,근무부서,직 ,직

원복지,직무요구도,직무자율성과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분석결과,직무자율성(β=0.391,p＜0.001)과 자기효능감(β=0.235,p

＜0.001)이 증가할수록 치과 생사의 조직몰입도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한,치과 병·의원의 직원복지가 나쁜 편인 경우에 비해 보통(β=5.230,

p=0.001)인 경우나 좋은 편인 경우(β=9.846,p＜0.001)에 비해 조직몰입도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고, 근무지 경력은 2년 미만인 경우에 비해 5-9년인 경

우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β=2.849,p=0.040).그러나 직무요구도,혼인상태,학력,

주거형태,음주여부,식사상태,근무부서,직 는 조직몰입도와 통계 으로 유의한

련이 없었고,분석에 포함된 독립 변수들에 의한 조직몰입도의 설명력은 38.2%

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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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조직몰입도 련 요인

회귀계수 표 오차 p-값

(상수) 20.53 7.41 .006

직무스트 스

직무요구도 -.11 0.10 .263

직무자율성 .39 0.07 ＜0.001

자기효능감 .24 .07 .002

혼인상태(기혼/미혼) 1.15 1.31 .383

학력(/ 문 학 졸업)

문 + 공심화 -1.77 1.20 .140

4년제 졸업 2.19 2.02 .278

학원(재)졸업 3.59 2.77 .195

주거형태(자가/자취 등) -1.46 1.25 .242

음주여부(한다/안한다) -.81 1.17 .492

식사(/못한다)

불규칙 -1.23 2.09 .556

규칙 -.69 2.01 .733

근무부서(/진료실)

원무실 3.05 1.95 .118

상담실 -.04 2.80 .988

행정실 1.13 3.08 .714

직 (/일반 치과 생사)

장 치과 생사 -1.75 1.50 .244

실장 이상 치과 생사 2.96 1.92 .125

직원복지(/나쁜 편)

보통 5.23 1.51 .001

좋은 편 9.85 1.79 ＜0.001

근무지 경력(년)(/2년 미만)

2-4 1.84 1.13 .104

5-9 2.85 1.38 .040

10이상 3.70 2.19 .092

*설명력(R
2
)=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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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고 찰

본 연구는 G 역시 소재 치과 의료기 에 근무하는 치과 생사들을 상으로

하여 직무스트 스와 자기효능감이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실시

하 다.연구 결과,치과 생사의 조직몰입도는 평 3.17 이었다.이는 치과 생

사를 상으로 한 이미옥(2011)의 연구 결과와 3.2 으로 유사하 다.그리고 마취

간호사를 상으로 한 최 연(2011)의 연구에서는 평 3.17로 같았으나,간호사를

상으로 한 김민연(2013)의 연구 결과인 2.79 과 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박

경미(2010)의 연구인 3.05 보다 본 연구의 조직몰입도 수가 더 높았다.치과 생

사를 상으로 했던 연구와 간호사를 상으로 했던 연구의 조직몰입도 수가 차

이가 있었던 것은 우선,직종이 따르고,치과 병․의원과 규모 병원에 근무하는

근무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치과 생사는 간호사와는 달리 근무하는 의

료기 의 규모가 고,3교 와 같은 근무제가 아닌 주로 주간에 근무하며,치과

의료기 이 병원처럼 다양한 부서로 나눠지기 보다는 비교 규모가 작고,부서가

세분하게 나눠진 경우가 어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조직에 한 몰입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효능감은 본 연구에서 평 3.99 이었다.이 결과는 치과 생사를 상으로

한 정지 (2006)의 결과(3.8 )와 정미경(2013)의 결과(3.75 )와는 달랐다.본 연구

와 선행연구의 결과 차이는 연구의 시간 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본 연구는 진료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보는 치과 생사도 상으로 포함하 기에 상화가 특

화된 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특성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직무스트 스의 수 은 본 연구에서의 직무스트 스 수는 직무요구도

33.1±4.67 ,직무자율성은 58.48±7.66 이었고,이는 한 사업장 근로자들을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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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김수 (2003)의 연구에서 제시한 직무요구도 29.2±5.7 ,직무자율성 52.6±9.2

보다 더 높은 수를 보 다.본 연구에서는 치과 생사라는 한 가지 직종으로

연구를 하 으나,김수 (2003)의 연구에서는 상자의 직종이 다양하여 그들이 스

트 스를 받는 환경이 치과 생사와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와 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치과 의료기 내에서 치과 생사의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진료에서부터 상담,행정 인 업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업무의 특성상 치과

생사의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율성 수가 더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몰입도와 자기효능감은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었고,자기효

능감이 증가할수록 조직몰입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다 회귀분석 결과,다른

변수의 향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조직몰입도와 통계 으로 유의한

련이 있었다.김혜 (2012)의 연구에서도 치과 생사의 자기효능감이 조직몰입도

에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러한 결과는 조직에 몰입하게 하는

변수로서 자기효능감이 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으며,이러한 요인은 치과

생사의 근무 특성에서 경력에 맞는 한 조직 내 역할 등이 직무의 숙련도에

따른 자신감으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김혜 ,2012).직원들의 조직몰입도를 높

이기 해서는 자기효능감 증진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과 련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직무스트 스의 하부 역인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율성을 조직몰입도와 상

분석을 한 결과,조직몰입도는 직무자율성과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 다.즉,직무자율성이 증가할수록 조직몰입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그러나

직무요구도와는 음의 상 계는 있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는 아니었

고,다 회귀분석 결과도 마찬가지로 직무자율성만이 통계 으로 유의한 련이 있

었다.직무자율성이 증가할수록 조직몰입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은 직무에 한

의사결정 권한이 높고 자신의 기량활용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도에 유의한 향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장세진,2004).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치과 생사는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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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치과의사의 감독 하에 업무가 이루어지며,과 한 업무량과 함께 반복된

작업과 고도의 긴장과 주의력을 집 시켜야 하는 업무 등으로 인하여 스트 스가

발생하기 쉽고,이는 조직몰입도에 부정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정양화,

2008;Parker와 Decottis,1983,Bhagat,1985).이는 본 연구의 직무요구도 역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본 연구의 경우 조직몰입도와 직무요구도는 유의

한 련이 없었다.조직몰입도를 높이기 해서는 직무스트 스의 직무자율성을 보

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무리한 직무요구도를 낮추어 문직

종사자로서의 자부심과 지를 높여 조직에 더욱더 몰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조직몰입도와 련이 있는 특성을 악하기 해 일반 특성과 근무 특

성에 따른 조직몰입도 수를 비교하 다.각 변수 연령,월 여,총 근무경력,

근무지 경력 등은 이들 변수간의 상 계를 고려하여 근무지 경력만을 독

립변수에 포함하여 분석하 고,그 결과 경력이 증가할수록 조직몰입도가 증가하

으나 2년 미만의 짧은 경력자에 비해 5-9년의 경우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최문

실(2004)과 임진숙(2005)의 연구와 같은 결과 는데,Hrebiniak과 Alutto(1972)의 연

구에서는 나이가 들면 체로 다른 조직에 해 한 개인의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

에 개인의 선택 폭이 어들어 재 몸 담고 있는 조직에 몰입하게 된다고 하 다.

이는 총 근무경력, 근무지 경력 직 가 높아질수록 여 한 높아지는 것으

로 보아 자신의 업무에 한 보상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정

미경,2013).

직원복지 여건이 좋은 경우에도 조직몰입도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기

존의 연구 결과인 김성애(2002)와 정미경(201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직원복

지는 조직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고,직무에 한 부담감이나 스트 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김수정,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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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연구 상자가 일부 G지역의 치과 생사들을 상으로

실시하 기 때문에 G 지역의 체 치과 생사나 그 외 치과 종사자에게 연구결과

를 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하지만 G 역시 5개 구의 치과 병·의원

에 종사하는 치과 생사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으며,치과 생사 상으로 직

무스트 스,자기효능감,조직몰입도의 복합 인 계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

었으나 이에 해 연구를 하 으므로 의미가 있다고 보며,향후 추가 인 연구를

한 기 자료로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결론 으로 직무스트 스의 하 역인 직무자율성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치과 생사의 조직몰입도가 높아졌고,이외에 경력과 치과 병․의원의 직원복지 정

도가 유의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치과 생사의 조직몰입도를 높이기 해

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특성을 고려하고,복지와 직무의 자율성 자기효능감을 증

진시킬 수 있는 방안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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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요약 결론

본 연구는 치과 생사의 직무스트 스,자기효능감 조직몰입도의 정도를 알아

보고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시행하 으며,연구 상은 G 역시

소재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 생사 398명을 상으로 수행하 다.특성에 따른

조직몰입도 비교는 t-검정,분산분석을 이용하 고,피어슨 상 분석을 통해 자기효

능감,직무스트 스(직무요구도,직무자율성),조직몰입도의 상 계를 분석하 으

며,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치과 생사의 조직몰입도와 직무스트 스(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자기효능감 등 제반 변수와의 련성을 확인하 다.

연구 상자의 조직몰입도 수는 57.14±11.04 이었고,자기효능감은 55.91±6.84

이었으며,직무요구도는 33.10±4.67 ,직무자율성은 58.48±7.66 이었다.연구

상자의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도를 비교한 결과 연령,혼인상태,학력,주거형태,

여,근무경력,직 ,직원복지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련이 있었다.상 분석

결과,조직몰입도는 직무자율성(r=0.482,p〈0.001)과 자기효능감(r=0.328,p〈0.001)

과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었다.다 회귀분석 결과는 직무자율성(β=0.39,p

〈0.001)과 자기효능감(β=0.24,p〈0.001),직원복지가 나쁜 경우에 비해 보통(β

=5.23,p=0.001)이나 좋은 경우(β=9.85,p〈0.001)에 조직몰입도가 통계 으로 유의

하게 증가하 고,그리고 근무지의 경력이 2년 미만인 경우보다 5-9년인 경우(β

=2.85,p=0.040)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조직몰입도가 증가하 으며,직무요구도는

조직몰입도와 유의한 련이 없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직무자율성과 자기효능감,그리고 직원 복지정도가 높을

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향후 소속된 의료기 에 한 치과 생사

의 조직몰입도를 높이기 해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복지와 직무자율성 자기효

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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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재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 생사 선생님들의 업무에 한

스트 스와 본인이 갖고 있는 태도가 근무지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연구하기

해 작성된 것 입니다.

선생님들의 성의껏 응답해 주신 설문지는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소 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치과 생사 선생님들의 근무상태 검 앞으로 더

활기차고 의미있는 직장생활을 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 자료로 사용 되어질 것입니다.

본 설문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평소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리며,시간을 내어 조해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멋진 치과 생사 선생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4년 10 월 일

조선 학교 보건 학원 보건학과

지도교수 :류소연 (조선 학교 의과 학 교수)

연 구 자 :박정화 (조선 학교 보건 학원 보건학과 석사과정)

문의 연락처 :010-4600-5414

※ 본 설문지에 해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과 생사의 직무스트 스,자기효능감 조직몰입 설문 참여 동의서 ◇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8조에 따라 비 이 보장되며,통계목 이외에는 로 사용

되지 않습니다.

한,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치과 생사 선생님의 동의하에 이루어

집니다.

2014년 월 일 / 참여자 성명 : (인) 는 서명

Code ▒ 설 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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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항상

그 다

자주

그 다

가끔

그 다
그 지

않다

1.내가 수행하는 일(직무)은 매우 빠르게 처리되어야

한다.

2.나의 일(직무)은 매우 시간 여유 없이 빡빡하게

수행된다.

3.나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많은 양의 일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4.내가 일(직무)을 수행할 때는 충분한 시간(기간)이

주어진다.

5.나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나 강요를 받으며 일하지

않는다.

6.일을 수행할 때 많은 부분을 나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다.

7.어떻게 일(직무)을 수행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권한)이 나에겐 거의 없다.

8.나는 나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에 해

발언권을 많이 갖고 있다.

9.나의 일(직무)을 수행하기 해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등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10.내가 하는 일은 부분 반복 인 일이다.

11.나의 업무는 창조 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12.나의 업무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13.나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일들을 한다.

14.업무를 하면서 특별한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

  직무스트 스와 련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에 해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에 √ (체크)표시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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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매우

(항상)

그 다

그 다
보통

이다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1.고객(환자)의 구강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2.고객(환자)에게 스 링을 시행하고

리를 한 잇솔질 교육을 할 수 있다.

3.고객(환자)에게 불소도포를 시행 할 수 있다.

4.고객(환자)의 압을 측정 할 수 있다.

5.고객(환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려

수 있다.

6.고객(환자)에게 받은 치료에 해 자세히

설명 할 수 있다.

7.고객(환자)에게 구강건강 리 교육을 할 수

있다.

8.신뢰를 가지고 비 을 유지하면서 고객(환자)과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을 도울 수 있다.

9.스트 스가 있는 고객(환자)을 편안히 해주거나

히 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10.고객(환자)의 상태에 해 의사와 상의하거나

응 상황 시 의사와 조할 수 있다.

11.의료기구의 올바른 사용과 리를 할 수

있다.

12.물품 count를 철 히 하고 아껴 쓸 수 있다.

13.동료들과 함께 정 인 업무 계를 형성 할

수 있다.

14.상 자와 원만한 계를 형성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련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에 해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에 √ (체크)표시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34 -

항 목

매우

(항상)

그 다

약간

그 다

보통

이다

그 지

않은

편이다

그 지

않다

1.나는 우리병원에서 나의 남은 직장생활을 보낼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2.나는 실제로 우리병원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 같다.

3.나는 우리병원에 하여 강한 귀속감을 느낀다.

4.나는 우리병원에 하여 정서 으로 애착을 느낀다.

5.나는 우리병원 내에서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느낀다.

6.나는 우리병원이 나에게는 개인 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

다.

7.지 내가 우리병원에 남아 있는 것은 원해서인 동시에

필요에 의해서이다.

8.내가 원한다 하더라도 지 당장 병원을 떠나는 것은 나

에게 있어 매우 어려울 것이다.

9.내가 지 병원을 떠나기로 결심한다면 나의 생활이 혼란

스러워 질 것이다.

10.내가 병원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11.내가 병원을 떠나지 않는 것은 그동안 병원에 많은 노력

을 기울 기 때문이다.

12.내가 병원을 떠나지 않는 것은 단지 안이 없기 때문이

다.

13.나는 재 병원과 함께 일해야 할 의무감을 느낀다.

14.나는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 병원

을 떠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15.나는 지 병원을 떠나면 죄책감을 느낄 것 같다.

16.나는 우리 병원 내 사람들에 하여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17.나는 지 우리병원을 떠나지 않겠다.

18.나는 우리병원으로부터 많은 덕을 보고 있다.

  조직몰입도와 련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에 해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에 √ (체크)표시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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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인 사항에 한 질문입니다.

다음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체크)표시 하여 주시거나 해당사항을 기입해주시

기 바랍니다.

1.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3. 재 혼인상태는 다음 무엇입니까?

① 미혼 ②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음

③ 배우자가 있으나 함께 살고 있지 않음 ④ 배우자 사망으로 재 배우자 없음

⑤ 이혼으로 배우자 없음

4.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없음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기타 :

5.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문 학 졸업(2,3년제) ② 문 학 + 공심화(재)졸업

③ 학 졸업(4년제) ④ 학원(재)졸업 이상

6. 재 세 포함 월 평균 여(수당,상여 포함)는 략 얼마입니까?

① 99만원 이하 ② 100-149만원 ③ 150-199만원

④ 200-249만원 ⑤ 250-299만원 ⑥ 3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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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귀하의 치과 생사로서 총 근무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년 미만 ② 2-4년 ③ 5-9년 ④ 10-19년 ⑤ 20년 이상

8. 재 근무하는 병원에서의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년 미만 ② 2-4년 ③ 5-9년 ④ 10년 이상

9.이직경험이 있습니까?(이직경험이 있다면 횟수도 기록)

① 없다 ② 있다 ( 회)

10.하루 평균 근무시간 ?

① 8시간 미만 ② 8-10시간 ③ 11시간 이상

  건강 련 특성에 한 질문입니다.

1.음주를 하십니까?

① 안한다. ② 월 1회 ③ 월 2-4회 ④ 주 2-3회

⑤ 주 4회 이상(거의 매일)

2.흡연을 하십니까?

① 안 피운다 ② 과거에는 피웠으나 재는 끊었다 ③ 피운다

3.한번 하는 경우 30분 이상 하는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① 안 한다 ② 주 1회 ③ 주 2-3회 ④ 주 4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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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규칙 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 주로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① 걷기운동 ② 헬스 ③ 요가,필라테스 ④ 수 ⑤ 복싱 ⑥ 배드민턴

⑦ 테니스 ⑧ 등산 ⑨ 자 거타기 ⑩ 넘기 ⑪ 태권도,합기도,유도

⑫ 기타:

4.체 리는 ?

① 안 한다 ② 잘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체로 잘하는 편이다

⑤ 아주 잘 하고 있다

5.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얼마입니까? ① 5시간 이하 ② 6-8시간 ③ 9시간 이상

6.식사를 규칙 으로 하는 편입니까?

① 식사를 잘 못한다 ② 식사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불규칙 이다

③ 규칙 으로 하는 편이다

7.주거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자택 ② 하숙,자취 ③ 기숙사 ④ 기타: ( :친척집 등)

8.귀하의 휴가 기간은 일 년에 며칠입니까?

① 1-3일 ② 4-6일 ③ 7-9일 ④ 1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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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특성에 한 질문입니다.

1.귀하가 재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 은 어떤 형태입니까?

① 개인치과의원 ② 공동개원 치과의원 ③ 치과병원( 학부속,종합병원 포함)

④ 기타 :

2.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계약직)

3.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① 진료실 ② 원무실 ③ 상담실(진료는 안하는 경우) ④ 경 행정

3-1진료실 근무의 경우,주로 일하는 치과진료 역은?(복수선택 가능)

① 일반진료 반 ② 보철과 ③ 외과 임 란트 ④ 치주과

⑤ 소아치과 ⑥ 교정과 ⑦ 기타 ( )

4.주로 담하는 업무의 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해당하는 경우 모두 선택)

① 진료 업무 담 ② 진료·환자 리 업무 병행 ③ 환자 리 업무 담

④ 수 수납 담 ⑤ 경 행정 업무 담

5.귀하의 직 는?

① 일반 치 생사 ② 장 치 생사

③ 실장 치 생사 ④ 부장 치 생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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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설문지 작성에 조해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6.근무형태는 ?

① 주 6일제 ② 주 5일제 ③ 기타

7.귀하의 근무지는 교육의 기회가 있습니까?

(내부 외부 교육연수,학회참가, 학원 등)

① 제한함 ② 본인의 의지에 따라 비교 자유로움

③ 극 지원하는 분 기 ④ 기타 :　　　　　　　　　　　　　　　　

8.연차 는 휴가 사용 시 치과의 분 기는 어떻습니까?

① 병원 일정에 따라(자유 권한 없음) ② 비교 자유롭게 사용 가능

③ 실장, 리자가 지정,조율가능 ④ 자유롭게 사용가능

9.직원 복지는 어떻습니까?

① 나쁜 편( 지원 없음) ② 보통 ③ 좋은 편( 체 혹은 일부 지원)

10.귀하가 근무하는 곳의 치과의사는 몇 명입니까? ( ) 명

11.귀하가 근무하는 곳의 체 치 생사는 몇 명입니까?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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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이 논문을 완성하기까지의 많은 과정들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갑니다.

새로운 도 을 결심하고, 학원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졸

업을 앞두고 있습니다.돌이켜보면 논문에 한 많은 걱정과 고민이 많았지만 에게

따뜻한 격려로 힘을 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논문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귀한 시

간이 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 ,매 시간 열정 인 강의와 쉬운 설명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늘 부족한

에게 아낌없는 논문지도를 해주신 류소연 지도교수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합니

다.그리고 꼼꼼한 심사와 함께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최성우 교수님과 한미아

교수님,강의 시간마다 쪽지 시험으로 긴장을 놓지 않게 하시고 특유의 친근감으로 항

상 웃음을 주셨던 박 종 교수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합니다.

논문을 진행하면서 보건학 지식을 쌓는 것 못지않게 값지다고 생각 되는 것은 무엇

보다 보건학과 학우들과의 만남인 것 같습니다.2년 동안 함께 공부하며 늘 서로에게

힘이 되고,지 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해 열심히 노력하는 보건 학교 보건학과

학우들께 앞날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첫 입사 때부터 지 까지 직상 상사로서 때로는 인생의 선배로서 많은 조언과 따뜻

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은석치과 원장님들과 국장님,근무하면서 학업에 열 할 수

있게 해 주셨던 직장 동료들,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에 해 늘 격려해주시고 힘을 주신

이 석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한 자료조사를 해 힘써주신 주 보건 학

교 치 생과 동문여러분과 성의껏 설문지 참여해 치과 생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힘들고 지칠 때 늘 에서 응원해 친구들과 선후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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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족한 딸에게 늘 멘토의 역할과 함께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시는 사랑

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01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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