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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조직 내 갈등수준과 직무만족도간의 관련성
정선락ㆍ장지언†
수성대학교 치위생과

The Correlation between Conflict Level within the Organization and
Job Satisfaction of the Dental Hygienist
Sun-Rak Jeong and Ji-Eon Ja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useong College, Daegu 706-711, Korea

This research was attemp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of the conflict level and job satisfaction of the dental hygienists in the dental clinic
agency. The subjects were 249 dental hygienists working with more than five dental hygienists at dental clinics in Daegu, eight dental clinics were
randomly chosen, the researcher visited them personally and the data was obtained by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s from March 2 to March
31, 2011. In conclusion, the higher ages, monthly income and total career were, the higher levels of conflict were, and job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high when monthly income and total career were higher. Correlation between level of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showed as level of
conflict are lower, job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high. Regressio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it was significantly high as
monthly income was higher, friction of view and ignorance was lower. Therefore, the conflict level is reduced, the job satisfaction degree of the dental
hygienist is enhanced, the dental hygienist duty efficiency is enhanced and dental service of the good quality is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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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구강보건의료수요에 대한 증가와 함께 치과의료기관도
증가되었고, 일반 의료와 마찬가지로 고가의 시설, 전문화
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에게 필요한 능
력도 과거와 같이 단순한 기술이나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
에서부터 예방 교육, 대인관계기술, 경영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로 폭넓게 전환이 되는 등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1)
요구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강
보건분야에서 의료소비자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원인 치
과위생사 자신이 직무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직무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를 통해, 양질의 구강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2)
한다 .
직무만족이란 대체적으로 한 개인의 직업이나 직무경험
3)
으로부터 발생되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말하며 직무에
대한 동기가 이루어질 때 보다 활기차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선행 연구로 1996년
4)
Locker 는 치과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낮은 보수,
승진기회 부족 및 인정부족 등으로 직무불만족의 원인을 보
5)
고하였으며, 1999년 Kracher과 Steinhaus 는 치과종사자
들이 높은 근로시간에 비해 보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직무
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치
과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연구는 1970년대부터 각 직업분야의 직무만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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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에 대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직무스트레스
중 업무량 과다와 부족절한 대우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
6)
친다는 주장과 , 근무환경과 직무만족도는 밀접한 관련이
7)
있다는 보고 도 있으며, 전문직업성은 직무만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하여 전문직업성이 강할수록 자신이 맡은
8)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보고 도 있다. 이
렇듯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직무스트레
스와의 관련성을 연구하거나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도
를 조사한 것과 직무만족도가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한 것으로 대별될 수 있다.
삶의 질이 변화되고 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개인의 욕
구가 다양해지고 직무환경과 직무의 내용이 다양해진 지역
사회 치과의료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받는 스
9)
트레스에 의하여 대인 간의 갈등도 변화되고 있다 . 조직에
있어서 갈등에 관한 시각도 고전적인 입장에서는 바람직하
지 못한 것이며 조직에 해로운 것으로 보고 갈등은 제거되
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지만, 최근 경향은 갈등은 관
리 여하에 따라서 용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용한 것일 수
도 있다고 보며 이의 효율적인 관리 여하에 따라 건설적인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조직 내의 갈등관리가 조직의 갈등을 긍정적 영향을 발
휘하도록 갈등수준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행동이라
10)
고 할 때, 조직의 유효성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
갈등의 수준이란 갈등 상황과 관련된 행위주체 간 갈등의
심각성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명백하거나 잠재적인 갈등의
지표이다. 조직에서 적절한 갈등수준은 조직구성원에게 최
선의 행동결과를 유발하게 되므로 조직구성원의 갈등수준
은 조직효과성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
11)
이다 .
12)
Herzberg 는 직무불만족의 요소로서 조직의 정책과 관
리, 감독, 작업조건, 대인관계, 임금, 지위 등 조직 내 갈등수
준의 하위요소가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정보보안 종사자
13)
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갈등수준이 낮을수록 직무만
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
11)
으로 한 연구 에서 갈등수준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진로상담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14)
연구 에서는 조직 내 갈등과 직무만족는 부(−)의 상관관
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타 직종분야에서는 조
직 내 갈등수준과 직무만족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진
행되고 있지만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조직 내 갈등수준
과 직무만족도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병원 산업에서도 서비스제공자의 관점보다는

소비자수급자의 관점과 가치가 중시됨에 따라 제공자의 입
장에서 이루어진 전통적 기능분화를 극복하고 환자와 고객
의 입장에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 구성원의 갈등을 해
소하고, 직무스트레스를 낮춰 줌으로써 고객에 대한 질 높
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원만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15)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또한 치과위생사들이 자신의 직
무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는 본
인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 진료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며, 전
16)
국민의 구강건강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조직 내 갈등 수준을 알아
보고 그 갈등 수준과 치과위생사의 직무 만족도간의 관련성
을 파악하여 조직 내에서의 치과위생사의 갈등관리를 통해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
공하여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질 높은 구강관련의료서비스
를 제공하고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치과위생사 고유의 업무
발전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대구ㆍ경북지역 소재의 치과위생사 5인 이상이 근무하
는 치과병(의)원 8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치과위생사 300명
을 대상으로 직접 근무처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
기기입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였고, 기재가 불충분한 51부를 제외
한 249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도구 및 측정방법
1) 갈등수준
갈등수준은 조직 내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의견마

찰, 간섭ㆍ협조, 비협조, 불신, 무시ㆍ불쾌, 정보제공기피
등과 같은 갈등상황에서 행위주체 간 갈등의 심각성 정도를
17)
의미한다. 측정도구는 Walton과 Dutton 이 제시한 자료를
10)
11)
근거로 Kwon 과 Jang 이 사용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의
견마찰 3문항, 간섭ㆍ협조 3문항, 비협조 2문항, 불신 4문
항, 무시ㆍ불쾌 4문항, 정보제공기피 4문항으로 총 20개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매우 그
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의 합산점수가 높을
수록 갈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는 의견마찰 0.739, 간섭ㆍ협조 0.722, 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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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0.598, 불신 0.624, 무시ㆍ불쾌 0.715, 정보제공기피
0.525이며 전체 Cronbach’s 는 0.76이었다(Table 1).
2) 직무만족도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 보

수, 승진, 상사, 동료관계 등과 같은 직무환경에 대하여 얼마
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태도의 정서적ㆍ감정적 만족
18)
상태이다. 측정도구는 1969년 Smith 등 에 의해 개발된
19)
20)
job descriptive index를 기초로 Kim 과 Goek 이 활용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업무관련 5문항, 보수관련 5문항,
승진관련 5문항, 상사관련 5문항, 동료관계 5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문항을 Likert 5점 척도
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가 높다고 볼 수 있고,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업무관련 0.83, 보수관련 0.82, 승
진관련 0.83, 상사관련 0.85, 동료관계 0.91이며 전체
Cronbach’s 는 0.90이었다(Table 1).

3. 통계분석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갈등수준과 직무만족도 점수를 알아보기 위해 일표본 t-검
정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조직 내
갈등수준과 직무만족도는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 ANOVA

를 이용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조직 내 갈등수준과 직무만족
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변량 상관분석을 사용
하였으며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특성과 조직 내 갈등요인을 독립변
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갈등수준과 직무만족도 점수
치과위생사의 조직내 갈등수준은 전체 2.53이며 무시ㆍ
불쾌가 2.60으로 가장 높았으며 불신 2.59, 간섭ㆍ협조
2.52, 비협조 2.50, 정보제공기피 2.47, 의견마찰 2.42 순이
었다. 직무만족도 점수는 전체 3.13이며 동료관계가 3.57로
가장 높았으며 상사만족 3.27, 업무만족 3.27, 승진만족
2.90, 보수만족 2.51 순이었다(Table 2).

수집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0 (IBM Co.,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 내 갈등수준과 직무만족도
Table 1. Content of Variables

Variable
Characteristics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Personality
Total career
Monthly income
(10,000 KRW)
Conflict level
Friction of view
Interference
Noncooperation
Distrust
Ignorance
Avoid of information
service
Job satisfaction
Duty
Pay
Promotion
Superior
Colleague relation
KRW: Korean Won.

40

Content
≤24, 25∼29, 30∼34, ≥35
Single, married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Introverted, extroverted
＜1, 1∼3, 4∼6, 6＜
≤159, 160∼219, ≥220
1=nothing, 2=not, 3=so so,
4=yes, 5=very yes

1=nothing, 2=not, 3=so so,
4=yes, 5=very yes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 내 갈등수준에서 연령은 30∼
34세가 가장 높았으며 25∼29세, 35세 이상, 24세 이하 순
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으나(p＜0.05) 결혼상
태는 기혼이, 학력은 대졸과 대학원졸이, 성격은 외향적인
경우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총경력은 4∼6년
이 가장 높았으나 6년 이상, 1∼3년, 1년 이하 순이었고 월
소득은 160∼219만원이 가장 높았으며 220만원 이상, 159

Table 2. Score of the Conflict Level and Job Satisfaction

Variable
Conflict level
Friction of view
Interference
Noncooperation
Distrust
Ignorance
Avoid of information service
Job satisfaction
Duty
Pay
Promotion
Superior
Colleague relation
SD: standard deviation.

Mean±SD
2.53±0.56
2.42±0.70
2.52±0.68
2.50±0.78
2.59±0.61
2.60±0.69
2.47±0.51
3.13±0.40
3.27±0.55
2.51±0.68
2.90±0.55
3.27±0.63
3.5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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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이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직무만족도 점수에서 연령은 35세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30∼34세, 24세 이하 순이었으며 결혼상태는 기혼이, 학력
은 대학원졸이, 성격은 외향적인 경우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1). 총경력은 1년 이하가 가장 높았으
며 6년 이상, 4∼6년, 1∼3년 순으로 경력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았었고 월소득은 220만원 이상이 가장 높았으
며 159만원 이하, 160∼219만원 순으로 월소득이 높을수
록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Table 3).

3. 조직 내 갈등수준과 직무만족도의 상관분석
치과위생사의 조직 내 갈등수준과 직무만족도의 상관관
계에서 갈등수준 중 의견마찰은 동료관계(r=−0.439,
p=0.000), 승진(r=−0.403, p=0.000), 상사(r=−0.369,
p=0.000), 업무(r=−0.258, p=0.000) 순으로 부(−)의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간섭ㆍ방해는 동료관계(r=−0.358, p=0.000),

승진(r=−0.321, p=0.000), 상사(r=−0.281, p=0.000), 업
무(r=−0.250, p=0.000) 순으로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
다. 비협조는 동료관계(r=−0.332, p=0.000), 승진(r=−0.309,
p=0.000), 업무(r=−0.250, p=0.000), 상사(r=−0.248,
p=0.000), 순으로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불신은 동
료관계(r=−0.356, p=0.000), 승진(r=−0.281, p=0.000), 상
사(r=−0.216, p=0.000), 업무(r=−0.206, p=0.000) 순으로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무시ㆍ불쾌는 승진(r=−0.417,
p=0.000), 상사(r=−0.346, p=0.000), 동료관계(r=−0.318,
p=0.000), 업무(r=−0.206, p=0.000) 순으로 부(−)의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정보제공기피는 동료관계(r=−0.356,
p=0.000), 승진(r=−0.257, p=0.000), 업무(r=−0.227,
p=0.000), 상사(r=−0.194, p=0.000), 순으로 부(−)의 상
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4.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

Table 3. Score of the Conflict Level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Age (y)
≤24
25∼29
30∼34
≥35
Mean age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Personality
Introverted
Extroverted
Total career
＜1
1∼3
4∼6
＞6
Monthly income (10,000 KRW)
≤159
160∼219
≥220
Total

n

89
101
39
20

196
53
194
44
11
124
125
39
59
55
96
116
98
35
249

Conflict level
Mean±SD
F/t (p)
2.81 (0.04)
2.40±0.54
2.58±0.57
2.68±0.51
2.48±0.59
26.9±4.86
−0.55 (0.59)
2.51±0.56
2.56±0.55
1.02 (0.36)
2.50±0.56
2.62±0.54
2.62±0.65
−0.16 (0.87)
2.52±0.54
2.53±0.57
5.26 (0.00)
2.27±0.54
2.51±0.55
2.72±0.52
2.52±0.56
5.79 (0.00)
2.41±0.56
2.67±0.53
2.50±0.57
2.53±0.56

Job satisfaction
Mean±SD
F/t (p)
2.55 (0.06)
3.14±0.36
3.08±0.41
3.16±0.49
3.35±0.32
−1.08 (0.28)
3.12±0.41
3.19±0.40
0.86 (0.42)
3.14±0.38
3.08±0.47
3.26±0.59
−0.49 (0.62)
3.12±0.36
3.15±0.44
5.58 (0.00)
3.25±0.40
3.00±0.33
3.05±0.30
3.22±0.47
6.02 (0.00)
3.13±0.36
3.07±0.40
3.34±0.48
3.13±0.40

SD: standard deviation, KRW: Korea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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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Conflict Level and Job Satisfaction

Variable
Friction of view
Interference
Noncooperation
Distrust
Ignorance
Avoid of information service

Duty
−0.258**
−0.250**
−0.250**
−0.206**
−0.206**
−0.227**

Pay
−0.030
−0.011
−0.023
−0.016
−0.063
0.096

Job satisfaction
Promotion
Superior
−0.403**
−0.369**
−0.321**
−0.281**
−0.309**
−0.248**
−0.281**
−0.216**
−0.417**
−0.346**
−0.257**
−0.194**

Colleague relation
−0.439**
−0.358**
−0.332**
−0.356**
−0.318**
−0.356**

Total
−0.439**
−0.359**
−0.341**
−0.314**
−0.397**
−0.278**

**p＜0.01.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Duty
Pay
Promotion
Superior
Colleague relation
Total
Age
0.807 (0.224)**
Education
0.904 (0.385)*
Total career
−0.605 (0.231)**
Monthly income
1.878 (0.361)**
2.395 (0.812)**
Friction of view −0.471 (0.094)**
−0.279 (0.109)* −0.558 (0.089)** −0.596 (0.078)** −1.622 (0.396)**
Ignorance
−0.262 (0.083)**
−0.624 (0.300)*
R2
0.141
0.106
0.189
0.133
0.189
0.244
F
14.600**
15.724**
29.836**
38.913**
58.860**
11.001**
Variable

Values are presented as non-standardized beta (standard error).
*p＜0.05, **p＜0.01.

계적 회귀분석한 결과에서 전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은 월소득, 의견마찰, 무시ㆍ불쾌 순으로 월소득은 높을수
록(p＜0.01), 의견마찰(p＜0.01)과 무시ㆍ불쾌(p＜0.05)는
낮을수록 높게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설명력은 24%이다.
하위 5가지 영역 중 업무에는 학력, 연령, 의견마찰 순으로
연령(p＜0.01)과 학력(p＜0.05)이 높을수록, 의견마찰(p
＜0.01)은 낮을수록 높게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보수에는
월소득, 총경력 순으로 월소득(p＜0.01)이 높을수록, 총경
력(p＜0.01)이 낮을수록 높게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승진
에는 의견마찰, 무시ㆍ불쾌 순으로 의견마찰(p＜0.05)과 무
시ㆍ불쾌(p＜0.01)가 낮을수록 높게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
며. 상사와 동료관계는 의견마찰(p＜0.01)이 낮을수록 높게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Table 5).

고 찰
치과의료기관의 주 기능이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이고, 그
기능 수행에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이 그
들의 고유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함은 물
론 조직 내 잠재하는 갈등을 적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조직

42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직무만족도를 높여 조직의 차원에서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치과의료기관에서의 환자진료는 의사를 중심으로 상호
의존성 및 협력관계가 매우 높고 과업을 수행하는 조직상황
에서 갈등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치과위생사의 조직 내 갈등수준과 직무만족도를 알아보
고 그 갈등수준과 직무만족도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치과
위생사로 하여금 질 높은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직 종사자로서의 치과위생사 고유 업무발전에 기여하고자
시도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조직 내 갈등수준은 전체 2.53로 중간 정도
이며 무시ㆍ불쾌가 2.60으로 가장 높았으며 불신 2.59, 간
섭ㆍ협조 2.52, 비협조 2.50, 정보제공기피 2.47, 의견마찰
11)
2.42 순으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의
2.49보다 높았으나 치과위생사의 대인갈등관계를 연구한
9)
21)
것 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의 3.0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은 다양한 직종의 소
규모 인력으로 구성되어 각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반면 치과위생사라는 직종의 제한된 업무범위
속에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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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보다는 낮다는 점은 종합병원의 간호사, 의료기사, 의
사,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른 직종보다 간호
21)
사가 높게 나타난 기존연구 결과 에 부합한다.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는 전체 3.13이며 동료관계가
3.57로 가장 높았으며 상사만족 3.27, 업무만족 3.27, 승진
만족 2.90, 보수만족 2.51 순으로 치과종사자를 대상으로 조
22)
사한 연구 에서의 직무만족도 3.23, 치과위생사의 근무환
7)
경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의 3.30과 임상치과위생사의
8)
전문직업성과 직무만족도의 연구 의 3.34보다는 낮았으나
치과의원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
6)
만족에 관한 연구 의 2.99보다는 높았다. 이는 연구자마다
직무만족도의 측정도구가 다를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의
거주지역이나 근무환경, 조사기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
향을 받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동료관계와 상사관계는 가장 높은 것에 반하여 보수관련 요
6)
인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Jung과 Song 의 연구와 Kim
7)
과 Park 의 연구와 유사하며, 이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
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갈등수준은 30∼34세
에서 가장 높았고,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갈등수준이
9)
낮게 나타나 Son 등 의 연구와 비슷했지만 연령이 낮아질
수록 갈등수준이 높게 나타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
11)
으로 한 Jang 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연
령이 높아질수록 동료 및 상사와 환자 등 다양한 관계 속에
서 조정 및 총괄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
는 직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총경력과 월소득이
9)
높을수록 갈등수준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Son 등 의 연
구와 비슷했는데, 이는 총경력과 월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갈등수준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월평균소
득이 많을수록, 경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
23)
24)
게 나타나 Jeong 등 과 Oh 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전문직인 치과위생사의 경우 경력이 많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오랜
근무경력과 경제적으로 안정된 소득, 아울러 업무의 중요성
에 대한 인지나 숙련된 기술 및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
됨과 함께 업무의 숙달로 업무수행 능력이 향상되므로 병원
의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어 효율적인 방법으로 임하기 때
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치과병ㆍ의원의 관리
자인 치과의사로부터 능력을 인정받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
에서 기인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의 조직 내 갈등수준과 직무만족도의 상관관

계는 갈등수준의 6가지 하위영역 모두 직무만족도의 하위
영역에서 동료관계와 가장 높은 부(−)의 상관성을 가지며
승진, 상사, 업무 순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
11)
내었으나 보수와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이는 Jang 의
13)
연구와 Kim 의 연구에서 갈등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
21)
록 직무만족이 낮아진다는 보고와 Kim 의 연구에서 갈등
과 직무만족은 높은 역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 일치된다.
갈등은 두 종류로 대별되는데 첫째는 개인 내부의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갈등과 개인과 개인간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
의 차원에서의 갈등, 둘째는 조직과 외부환경의 상호작용에
25)
의해 발생하는 조직환경에서의 갈등이다 . 본 연구에서 갈
등수준이 직무만족도의 하위영역 중 보수와 관련성이 없는
것은 갈등수준의 설문문항이 인간관계 차원에서의 갈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갈등수준에서 동
료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이 26세
로 조직 내에서 중간스텝이 되기 전의 단계여서 동료관계에
서 경쟁이 치열하여 심리적 차원의 갈등이 심화된 경우로
보인다. 이에 병원조직관리자는 직원의 갈등 정도를 파악하
고 갈등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 증진에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전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 결과 독립변수 중 월소득, 의견마찰, 무시ㆍ불
쾌 순으로 월소득은 높을수록, 의견마찰과 무시ㆍ불쾌는 낮
을수록 유의하게 높게 영향을 주었으며 설명력은 24%이다.
13)
이는 정보보안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갈등수준
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 것은 유사하며 갈등수준의 하위영
역 중 불신만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과는 차이를
나타내지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갈등수준이 직무만족
11)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에서는 갈등수준 하위 영역 중
의견마찰과 무시ㆍ불쾌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는 결과와는 일치한다. 이러한 의견마찰과 무시ㆍ불쾌는 인
26)
간관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서 타직종의 연구 에
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타업무로 인한 시
간부족, 대인관계 기술 부족 등이 원인이기 때문에 구조적
이면서 인간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을 주장한다.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직 내 커뮤니케이
27)
션과 조직갈등의 관련성을 연구 에서 결과 커뮤니케이션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조직갈등이 낮게 나타났다. 따
라서 최근 임상현장에서 환자와 치과위생사의 관계, 치과의
사와 치과위생사의 관계, 동료 치과위생사와의 관계에서 의
사소통 기술이 크게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보
수교육으로 의사소통기법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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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치위생교육과정에도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총괄적으로 본 논문에서 치과위생사의 조직 내 갈등수준과
직무만족도 점수는 중간 정도였으며, 갈등수준은 연령, 총
경력, 월소득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며, 직무만족도는
월소득과 갈등수준 중 의견마찰과 무시ㆍ불쾌가 유의한 관
련성을 나타내어 월소득이 높을수록, 의견마찰과 무시ㆍ불
쾌가 낮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높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치과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적절한 보상체계뿐만 아니라 업무활동에서 발생되는 갈등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당사자들 간에 상호 이해의 폭을 넓
혀 갈등을 줄여 직무만족도를 높여야 하겠다.
본 논문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조직 내 갈등수준과 직
무만족도간 관련성 연구를 시도한 논문으로서 의의를 지닌
다. 하지만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자를 일부 지역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지
역에 따라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과는 일반적인 특성과 근
무특성이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한
계가 있으며 또한 갈등수준의 측정도구가 다소 한정된 범위
안에서 측정된 점도 아쉽기에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0.01).
전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 중 월소득과 갈등수준 6가지 하
위 영역 중 의견마찰, 무시ㆍ불쾌가 유의한 변수로서 월소
득, 의견마찰, 무시ㆍ불쾌 순으로 월소득은 높을수록, 의견
마찰과 무시ㆍ불쾌는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게 영향을 주었
으며 설명력은 24%이다(p＜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갈등수준이 낮을수록 직무만
족도는 유의하게 높았으며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는 월소득이 높을수록, 갈등수준 중 의견마찰과 무시ㆍ불
쾌가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업무수행에 합당한 보상수준 체계뿐만 아니라
조직 내 상하간 동료간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체계
를 형성하여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갈등관리를 통해 직무
만족이 높은 근무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조직 내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치과위생사들이 양질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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